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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80년 대 권 위 주 의 체 제 의 정 치 변 동 비 교 연 구
: 한국과 싱가포르

한국과 싱가포르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으로 묶
이지만 정치변동 과정에서는 민주화와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이라는 차이가 나타
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비슷한 문화적 전
통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을 비
교분석하였다.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특징은 공유된 인지구조의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과 경
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제도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 가운데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공유된 인지를 조직의 구조로 택하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가
면서 형성된다. 현대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와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도
전하는 강력한 대항 집단의 부재라는 역사적, 상황적 배경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라기보다 가족과 같은 조화와 질서의 관계라고 보는 정서, 엘
리트들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교의 완전주의적 국가관과 교육에 대한 강조, 교육 받은
자에 대한 경외 의 영향으로 엘리트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
는 점은 정치영역에서 능력주의가 부각되게 했고, 반면에 유교의 완전주의적 국가
관으로 사회영역에서는 국가(엘리트)에게 보호를 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사회구조를 재편하기 위하여 제도화하는 방식은 엘리
트들에게는 능력주의를 사회에게는 제도화된 통제이다. 그런데 사회통제 제도화의
경우 사회가 종족, 종교, 언어, 계급집단 등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가에 영향을 받
는다. 즉 사회분열이 국가 통제방식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는 정치영역의 능력주의 제도화 실패로 대항엘리트 세력이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통제 제도화의 실패로 전사회가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
여 민주화를 이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
화의 성공으로 대항엘리트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데다 탄력적인 사회통제로 사회
세력의 불만을 분산시켜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싱
가포르 사례는 종족집단별로 분열된 사회구조가 국가의 사회통제 제도화에 어떻
게 영향을 주었는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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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 분석에 (역사적)신제도주의 시각이 유용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의 특징은 공유된 인지구조의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과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시기 제도의 영향이 다음시
기의 정치변동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이 서구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에도 불구
하고 이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서로 달
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국가의 통제제도화의 성공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난다. 즉,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중립주의적인 국가가 지배적인 서구에서 나타
나듯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계급구조의 변화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기
보다, 개입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통제 방식에 따라 엘리트 세력과 사회세력의 상
호작용에 의한 정치변동 이라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회분열의 구조적 배경이 상호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족, 종교, 언어 등과 같은 사회분열의 구조적
배경 그 자체로는 국가 통제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여기서 동아
시아의 정치변동의 특징이 상호작용한다. 즉 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강했던 동아시아 국가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사회구조를 재편하
려고 할 것이며 이때 사회분열은 통제 제도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
국은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사례의 정치변동을, 싱가포르 이질적인 사회구조
를 갖는 사례의 정치변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경제성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동아시아만의 특수성을
강조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변동 - 구체적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 에 있어서는 특수성보다는 서구의 보편적인 이론을 한국의 사례 혹은
대만의 사례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단
순히 시간상의 문제라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한 나라의 발전은 정치·경제·사
회영역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감안 할 때, 경제발전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설명되어진다면 정치변동 또한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와 같은 관점의 연구를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된다.
─────────────────────────────────────
핵심어 : 신제도주의, 유교적 전통, 능력주의 제도화, 사회통제 제도화, 엘리트, 사
회세력, 종족집단, 동아시아 정치변동, 민주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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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제 1절 . 문 제 제 기
동아시아의 경제성공과 이후의 정치변동은 전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 1) 속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2)은 자본주의적 경제성공이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진다는 고전적 명제가 성립하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과 대만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사회
세력간의 연합으로 민주화를 위한 항쟁이 일어났으며 민주주의로 이행하였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자본주의적 발전과 민주주의 이행이라는 고
전적 명제를 증명하는 사례인가. 최근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를 다룬 연구들을 보
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과정은 권위주의 정권과 반대파 간의 타협을 중심으로 한 동태적인 행위자중심적
접근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임혁백, 1990; Ch en g , 1989 ; 안승국, 1997 ). 다른 한
편으로는 비교역사적인 접근법을 취하여 양국에서 나타나는 정당성위기의 차이,
산업화전략의 차이에 주목하는 접근이다(최장집, 1992; 임성학, 1998 ; 임석준·임성
학, 1999 ).3) 그런데 이 두 접근법 모두 민주화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
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공통적으로 묶이는 한국과 대
만이 민주화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1) 1970년대 중반 남부유럽의 포르투칼·스페인·그리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
의 붕괴는 1980년대 중반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필리핀·한국·대만으로 이어졌으며,
1990년대 말 태국과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고 있다.
2)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지칭하나, 홍콩은 하나의 독립국
가라기 보다 1997년 이전에는 영국령이었으며 현재는 중국에 속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한다.
3) 이밖에도 한국의 민주화를 다룬 연구로는 근대화론적 접근, 엘리트론적 접근, 사회운동
론적 접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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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인 싱가포르의 사례가 문제가
된다. 여전히 권위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은 어떻게 보아야 하
는가? 싱가포르의 경우 1980년 이후 인민행동당(P eople ' s Action P arty : PA P )4)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싱가포르 집권여당 P A P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대한 해석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간계층의 불만이 증가하고, 사회경제
적으로 소외된 서민층과 종족집단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중간계층의 불만은 참여의 욕구를 증대시켜 정치적
자유화를 가져오며, 서민층과 종족집단의 불만이 증대될 경우 이들의 세력화도 다
원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Rodan ,
1996 ).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사례는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정치체계
의 동질화 과정에서(김웅진, 2001)시간상의 차이에 불과한가?
대다수의 제 3세계 신생독립국들은 제 2차 대전을 전후로 하여 독립한 국가들
이다. 따라서 공업화를 이룩한 모든 국가들이 신흥공업국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
러나 이들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지칭하여 동아시아 신
흥공업국 라고 부르는데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만의 독특성을 비교적 잘 드러낸 관점은 발
전국가론과 제도주의적 시각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는 후발 산업국가에서 국가의
개입이 효율적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5), 후자는 제도적 요소 중에서 이들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제도화된 문화적 요소, 즉 유교적 요소에 주목한다는 점6)에
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영역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권위주의
체제였다.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를 주목하여 이들 국가를 독재국가
(A m s den ,

1985 ),

권위주의국가(C.

J ohn s on ,

1987 ),

관료적

권위주의국가

(O 'Don n ell, 1984 ), 유기주의 국가(A , St epan , 1985 ), 강한 국가(Kr a sn er , 1985 ) 등
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모두 제 3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유독 고속 성장
4) 1965년 싱가포르 독립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집권여당이다.
5) Amsden , 1985, 1989; Chen , 1987; Hughes , 1988; Chu , 1989; Haggard, 1986, 1987, 1988,
1989, 1990; Greffi, 1989, 1990, 1993, 1994; W ade, 1988, 1990; 보겔, 1993.
6) Kahn , Herm an , 1979; Johnson , Chalmer s , 1982, 1987; Ber ger , P eter , 1983; Berger ,
P eter . and Hsiao, 1988; T ai, Hung - chao ed., 1989; Ellison , C. & Ger effi, G.,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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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룩한 동아시아만의 독특성을 부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한국, 대
만, 싱가포르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들 국가들의 공통
점에 주목하며 동아시아만의 독특성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는 이행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을 등한시하며 단지 정치엘리트들의 선택전략에만 초점을 두거나, 산업화의 전략
이나 정당성의 차이에 주목하여 동아시아만의 독특성을 상실하고 더욱이 민주화
가 일어나지 않은 싱가포르와의 비교는 불가능하게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동아시아의 특수성 이라는 관점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미진
하며, 정치체제와 민주화에 대한 연구를 전 세계적인 보편화의 과정속에서 파악하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문화적 전통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구체적으로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
동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동
아시아 신흥공업국 으로 묶이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민주화와 권위
주의 지속이라는 체제변동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산업화 시기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이들 나라의 시민
사회와 정치변동이 서구나 라틴아메리카와 그 작동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절 . 연 구 대 상 및 방 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식민지 독립이후의 한국과 싱가포르 정치변동으로
한다. 한국과 싱가포르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같은 동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속하면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제 3세계 국가의 각기 다른 정
치변동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후발 산업국가의
권위주의 체제의 변동에 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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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유교적 전통- 과 산업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
적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이것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보
여줄 수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각 종족집단
자신의 문화적 전통과 권위에 대한 개념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뿐만 아니
라, 종족 집단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식민지 지배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여러 종족집단이 하
나의 국가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종족집단이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 혹은 부정
적인 영향을 줄지는 각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나, 싱가포르의 사례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싱가
포르의 모델이 동남아시아의 정치·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자 한다.
첫째, 한국과 싱가포르의 국가권력의 강화와 쇠퇴의 원인은 무엇인가. 즉, 1980
년대 양국의 권위주의 체제 사이에 나타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안의 방
향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정치적 반대세력의 역할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국가의 지배엘리트, 대항엘리트, 중간계층, 노동자 계층과의 관
계는 어떠했으며, 이에 따라 민주화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나라를 비교하는 비교연구이다. 즉, 연구대상인 한국
과 싱가포르의 제도 발전경로를 통한 거시- 인과적 비교분석연구이다. 분석시기를
양국의 독립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양국에서 나타나는
종적인 시간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 국가형성기와 국가권력이 공
고화되는 시기 둘째,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시기이다. 각 시기의
특징은 전자가 국가가 자율성을 높여가며 국가의 권력이 압도적인 시기라는 특징
을 갖는 반면에 후자는 양국에서 정치적인 반대의사가 각각 항쟁과 장기집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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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대한 선거지지율의 하락이라는 형태로 명확히 표출된 시기라는 특징을 갖는
다. 본 연구의 목적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으로 국가가 국가 권력을 공고히
하며 자율성을 높여간 상황에서 왜 1980년대라는 시기에 국가대항세력의 정치적
역할이 차이가 났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논문의 비중은 두 번째 시기에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2차 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로 진행될 것이다. 첫 번째 시기
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발전국가 논의에서 많은 부분이 다루어졌으므로, 이를 바
탕으로 그 속에서 양국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밟아갔는가에 초점을 두겠다.
두 번째 시기는 양국이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시기이다. 그 차이가 나타나
는데 종족변수가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비교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 단일 사례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과 종족집단
의 차별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
책과 대항 세력의 정치적 역할, 싱가포르의 경우 종족집단이 추가되는 경우의 대
항 세력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각기 개별적으로 논의
된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 3절 . 논 문 의 구 성
이 글은 서론을 포함하여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제 2장에서는 기존의 민주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민주화 이론에
는 근대화론적 접근, 게임론적 접근, 사회운동론적 접근, 정치경제적 접근, 엘리트
론적 접근, 등 다양한 접근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론적 접근과 게임론
적 접근, 엘리트론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론들의 장점을 취하고 한계
점을 지적하여 대안적 이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안적 이론에서는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것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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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의 동아시아 경
제발전에 주목했던 제도주의적 이론들의 연속선상에서 이들이 강조했던 동아시아
만의 독특성 - 강한 국가의 모습과 유교적 전통 - 이 경제영역에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며 정치체제와 정치변동에서도 그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설명
의 틀을 모색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국가 우위 현상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구조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의 정치변동이 이전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이에 따라 형성된 제도들의 영향을 강
하게 받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제 4장과 5장에서는 동일한 비교의 축을 가지고 각각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
변동 사례를 분석한다. 역사적·문화적·제도적인 배경으로 인해 강력한 권력을
갖게된 국가의 엘리트들이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모습
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각국의 국가 엘리트들이 제도화하는 방식과 이로 인한
정당성의 상실여부는 사회에서 대항엘리트 세력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
회 전반적인 발전으로 경제영역에서는 분배의 문제가 사회영역에서는 국가의 통
제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자 불만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에 대
항하는 세력들이 단결하여 조직화하는 데는 단순히 국가의 역할수행과 이에 따른
정당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항세력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싱
가포르의 경우 사회가 종족집단별로 분열되어 있어 종족적대감이 권위주의 체제
가 지속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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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제 1절 . 민 주 화 론 에 대 한 기 존 논 의 의 비 판 적 검 토
민주화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관한 구조적 접근법이 하나이고, 사회·경제적 구조보다는
정치적 행위자의 선택과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이 다른 하나이다.

1. 정치경제적 접근

정치경제적 접근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계급구조가 변형되고 상대적 계급
간 권력균형이 변화되어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대표적인 연
구로는 뤼시마이어 등(R esch em ey er an d St eph en s & Steph en s , 199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단순한 직선관계가 아니며, 각 계급세
력간의 권력균형에 따라 정치변동에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
때 상대적 계급권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국가와 초국가 관계가 있으며, 이 세
변수가 상호작용 하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계급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가 달라짐
을 분석하고 있다.
뤼시마이어 등은 가장 친민주적 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을 들고 있는데,7) 이는
노동자계급의 조직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포용(p olitical in clu sion )이 계급이익의
추구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변동은 노동계급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간계급과의 계급
연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계급연합의 성격과 계
급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박선웅, 1998 ). 즉, 민주주의의 보편적 이념이
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계급적 이해관계가 정치변동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7) 배링턴 무어(Barrington Moore, Jr ., 1966[1985])의 경우 노동자계급보다 부르주아 계급을
친민주적 계급으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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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이론에서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국가
내부의 정치적 요인의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뤼시마이어 등은
계급이익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 stru ction of cla s s int er est ) '을 중요시하며, 구
성을 형태 짓는 주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조직과정 자체(뤼시마이어, 1998 : 10)로
보며 조직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는 운동 주체세력 이익의 비결정성을 언급하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뤼시마이어 등은 실질적으로 각 계급세력의 이익이 무
엇인지를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미리 전제하고(뤼시마이어 외, 1998 : 28 - 30,
117- 123 )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세력관계를 본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권력의
상대성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며8), 개별국가에서 가해지
는 정치적, 외교적 압력 - 예를 들어 반공, 냉전 등 - 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결
국 기본적으로 계급이익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보며 경제적 이익이 정치체제
(p olitical form )를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급의식이 뚜렷하지 못
하거나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제 3세계 국가의 정치적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나타낸다. 한편 이들의 논의는 계급간(int er - cla s s )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어 계급내(intr a - cla s s )의 갈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또 다른 단점으로 지
적될 수 있다. 특히 사회가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경우 종족별로 노동시장이 분
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설명력이 떨어진다.

2. 게임론적 접근과 엘리트론

게임 이론적 접근은 정치 엘리트들의 계산과 전략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게
임론적 관점에서 민주화는 정치체제가 권위주의라는 균형점에서 민주주의라는 다
른 균형점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체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게임
(g am e of tran sition ) '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전환의 게임은 반대세력의 성장으로

8) 예를 들어 이들이 상정하는 초국가 관계도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반공, 냉전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각 계급세력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보기보다, 산업화에 따른 국제적
인 경제적 지위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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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일방적인 비대칭적 힘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체제가 균형점에서 이탈했을
때 시작된다(임혁백, 1994 ). 이때 일방적인 힘의 편중이 깨지기 위해서는 반대세력
이 단순히 자연발생적이고 비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치적 대안을 조직했을 때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제는 반대세력에 대
응하는 방식에 따라 분열하게 된다. 민주화의 이행은 체제내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 반체제 내부의 대안 조직화와 분열을 통해 각 세력들이 민주화의 게임과정
에 참여하여 이들간의 타협으로 민주주의로 이행한다는 논의다. 즉, 체제내의 온건
파가 강경파로부터 자율적이 되고, 반체제 세력에서는 온건파가 급진파를 통제하
고 주도권을 잡을 때, 온건파들간의 타협에 의해 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O 'Don n ell an d S chm itt er , 1986 ; P rzew or ski, 1986, 1991; K arl an d S chm itt er ,
1991, 임혁백, 1994 ; Lew , 1995 ).
그러나 게임론적 접근은 정치 엘리트간의 전략적 선택과 타협의 결과로써 민
주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행과정의 미시적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는 장점을 갖지
만, 민주화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즉, 반대세
력이 대안적인 체제를 가지게 되는 원인과 체제내의 분열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공간의 개방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설명
이 부족하다. 또한 게임론적 접근은 정치 엘리트들의 선택과 전략을 합리적 극대
화(r ation al m ax im ization )의 결과로 해석함으로써 정치과정의 몰역사성이 나타나
게 된다.
한편 게임론적 접근과 같이 정치적 변수와 엘리트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관점
으로 엘리트론이 있다. 엘리트론은 역사적·정치적 상황으로 엘리트 배치가 형성
되면 그 자체가 자율적인 영역을 형성함을 강조하여 게임론적 접근법에서 나타나
는 몰역사성과 행위의 합리성 극대화(r ation al m ax im ization )라는 단점을 피한다.
정치변동과정에서 엘리트의 중심성과 관련된 명제에서 유추되는 엘리트론의 중요
한 명제는 정치적 안정과 불안정, 정치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엘리트
배치(elit e con figu r ation )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역사적, 경험적으로 볼 때 엘리
트의 배치는 구조적 통합(stru ctu al int eg r ation )과 가치적 합의(v alu e con sen t s )의
정도에 따라 1. 분열된 엘리트의 배치, 2. 합의적으로 통합된 엘리트 배치, 3.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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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통합된 엘리트 배치 등이 있다.
여기서 엘리트론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계기가
되어 특정 형태의 엘리트 배치가 성립되면 그것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율성을 지
니며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엘리트 배치가 형성될 때
사회경제적 구조, 정치 문화적 특성 등 구조적 특성을 직접적이고 자동적으로 반
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형성되고 나면 구조적 조건의 변화와는 다른 독자적
영역을 형성하면서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근대세계에
있어서 엘리트 배치의 전이(elit e tr an sform ation )는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9)
분열된 엘리트 배치에서 통합된 엘리트 배치에로의 전이는 엘리트 수렴(elite
conv er g en ce )10)과 엘리트 타결(elit e settlem en t )의 두 가지가 있다. 엘리트 타결은
엘리트 집단사이에, 정치제도와 절차에 대한 타협이 성립되어 공개적이고 평화적
경쟁양식이 창출되는 양식이다. 변화를 원하는 엘리트와 대중의 압력에 의한 권위
주의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엘리트 타결이 이루어지면 안정화/ 제도화
단계를 거쳐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이행한다. 반면에 엘리트 타결이 실패하면 분열
된 엘리트구조와 대결의 양극화와 함께 의사 민주주의/ 권위주의에로 회귀한다는
논의이다.
엘리트 이론은 정치적 변수의 중요성의 부각과 함께 변화를 원하는 대중의 대
안적 조직으로서 엘리트들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게임론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역사적·구조적 상황이 엘리트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보완해 준다. 그러나, 변화를 원하는 대중 을 동질적인 집단
으로 파악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즉, 대항 엘리트 세력이 변화를 원하는 대중에게

9) Michael G. Burton and John Higley , "T he Elite Variable in Democr atic T ransitions
and Breakdowns ", A m erican S ociolog ical R eview 54 (F ebruary , 1989) pp. 18, 김세중,
1995 재인용.
10) 엘리트 수렴은 기존의 의회 민주주의적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인하던 정치세력들이
현실적으로 선거 이외의 방법을 통해 권력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해 가는 점진적 과정을 지칭한다. 이는 정치가 고도로 제도
화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현실적으로 선거제도가 파행적으로 실시되는
권위주의체제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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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안적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구심점의 모
습을 보여줄 수 있으나, 사회자체가 분열된 배치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 국가에 대
항하는 세력이 약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제 2절 . 대 안 적 설 명

1. 역사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
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데 그 특징이 있
다(하연섭, 1999 ). 이들은 행위를 분석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개인의 행위가 계
산된 자기 이익의 표출된 결과로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다고 보는 행태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본가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11) 인간의 행위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화적, 사회경
제적, 정치적 구조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행위
가 제도에 의해 형성된다(sh ap ed )는 표현을 사용할 뿐 결정된다(determ in ed )는 표
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행위가 제도에 의해 완벽하게 결정된다고 보
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제약할 뿐이라고 보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가 행위의 결정요인(det erm in ant )이 아니라 제약요인
(con strain t )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약요인 으로서의 제도는 독립변수로서 행위자들의 행위, 선택, 정
책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게 된다. 제도가 상정되면 이 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 맥락을 설명해야한다. 즉,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
11) 즉, 이들 공리주의적 시각에서는 개인의 행위와 선택을 설명할 때 사회구조와 사회관계
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화된(at omized)개인, 과소사회화된
(unders ocialized)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Gran ov etter , 1985: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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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역사적으로 형성된 맥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Im m erg ut , 1998 : 22).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와 행위의 관계가 일방향적, 결정론적으로
만 개념화되지 않는다. 제도는 제약요인으로서 행위자의 선택맥락을 제공할 뿐이
다. 따라서 동일한 제도적 제약 요건 하에 놓여있더라도 다른 행위가 나올 수 있
는 것이다(Im m er gu t , 1998 : 25- 26 ).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국가와 사회의 거시적
제도적 구조가 개인과 집단의 이해(int er est )와 능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선택과 행위에 의해 제도 또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
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화된다고 설명
된다(Sm ith , 1988 : 102- 103, 하연섭, 1999 : 21).

제도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란 장기간에 걸친 인간 행동의 정형화된 패턴 을 의
미하며, 개인과 집단의 행위에 대한 외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하연섭, 1999 ). 제도의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정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정의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때 규범이란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수준과 정도, 그리고 형태를 어느 수준까지 정당하다고 인정
할 것인가 하는 신념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제도주의자
들은 행위자들의 이익에 대한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행위자들 간의 권력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제도를

제도'의 정의에 포함시킨다

(T h elen & St ein m o, 1992: 6).

제도화
크래스너(Kra sn er , 1988 : 74 )에 의하면 제도화(in stitu tion alization )란 행위양식,
규범, 혹은 공식적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서 정의한다. 신제도주의에서 제도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조직의 제도화에 대해 연구한 마이어와 로완(M ey er
& R ow an , 1977 : 340- 363 )에 의해서이다.12) 마이어와 로완에 의하면, 조직은 사회
12) 마이어와 로완을 비롯한 제도화 이론가들이 제도형성 과정과 그것의 조직에 대한 영향
으로 인한 제도의 확산 두 가지를 포함하는 제도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제도화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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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압력을 받는 가운데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공유된 인지(cogn ition )을 조직의 구
조로 택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의미하는 조직의 제도화인데, 조직은 과업상 요
구되는 기술적 능률성보다는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식
(ritu al)과 의식(cer em on y )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
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가 갖는 특징은 제도가 경로 의존적인 모
습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싱가포르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강했던 곳에
서 초기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엘리트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영
역과 사회영역을 제도화하는 모습과 이것의 성공여부가 엘리트 사이에서는 대항
엘리트 세력의 형성을, 사회에서는 국가에 대한 정당성 개념의 차이를 가져와 저
항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 즉, 한국과 싱가포르라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치변동을 설명하는데 세계적 차원에서 그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또한 같은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만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민주주의 이행에 있어서 종족집단의 역할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을 감안하여 종족변수를 주요
변수로 다루고자 한다.

2. 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

2- 1. 유교적 국가완전주의
국가완전주의란 국가가 판단하기에 가장 우월한 삶의 방법을 촉진시켜주는 모
든 노력을 포함한다(H u rk a 1995, 장동진 1995 ). 즉 국가 권력이 좋은 삶의 이상을
기본적 논리는 후자, 즉 조직의 제도화(정착된 제도에 대한 조직의 순응)에 있
다.(DiMaggio, 1988: 3- 21; DiMaggioo & P ow ell, 1991a : 1- 38; Zucker , 1983: 1- 47, 하연
섭, 1999: 12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마이어와 로완의 제도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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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윤리적 목적을 띤 정치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컫는다. 이때 정치적 판단의 주체는 국가가 되고, 그 대상은 국민이 된다. 따라
서 국가완전주의의 실행상의 문제는 국가의 개입과 개인의 자율성이 상충된다는
것과 국가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나 강제력의 사용 없이는 완전주의의 이
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국가론에서는 개인들
의 선관에 대해 국가가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한다는 국가중립주의를 주장한
다.13)
유교 정치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와 도덕·윤리의 영역을 구분짓지 않았
다는 점에 있다. 또한 내성외왕(內聖外王),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이념에서 보여지
듯이 유교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정치질서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성격을 강하
게 띠고 있다. 이와 같이 유교적 정치질서에서 도덕적, 윤리적 성격이 강조되는 것
과 정치와 도덕·윤리 영역의 중첩성이 나타나는 것은 유교에서 상정하는 인간관
과 공동체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의 인간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누구나 교육을 받아 자신의 자질을 개
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보다 높은 덕을
가지고 있는 현인(sa g e )들에 국한된다는 가정을 전제한다.(S ch w art z, 1996 ; 김형
태, 2000) 즉 소수의 군자만이 도덕적 자질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보다 높은
덕과 예(禮)를 바탕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의 자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형태, 2000). 이에 따라 도덕적 위계관계가 형성된다.
정치형태는 이와 같은 인간관의 확대체인 동시에 현실체이다. 정치는 일반인들
보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군자가 자신의 덕과 예를 바탕으로 외왕(外王), 치인(治
人)하는 영역인 것이다. 즉 국가기구는 보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영
역으로 생각했으며, 이 때문에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B ell, 1995; Rozm an , 1991). 동시에 군주와 정치엘리트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적·
13) 서구의 국가관은 서구의 인간관에서 비롯된다. 서구의 인간관은 개인의 절대평등과 절
대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될 인간의 기본권리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적영역에서 형성된 개
인의 선관이 공적영역에 개입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서는 안된다는 가정이 국가관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영역과 윤리·도덕영역의 분리는 공적영역과 사
적영역의 분리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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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자질이 요구되었으며, 이들이 일반인을 교화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당연
하게 여겨졌다.
한편 유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타인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 관
계의 기본은 부모- 자식간의 관계이다. 모든 공동체는 가족의 확대로 생각했으며
국가는 최상의 확대체로 여겨졌다. 여기서 군주는 가족내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
고, 백성은 자식과 같은 관계로 설정되어 마치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가족내의 부
모와 자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즉, 이와 같은 국가관에서는
국가가 갈등하는 개인들의 요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
핌과 교화라는 부모의 역할과 이를 요구하고 따르는 자식의 역할이 각각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교 정치사상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이상적 모습은 완전주의적
국가라고 볼 수 있다(박남준, 1999 ). 그러나 유교적 완전주의 국가는 서구의 완전
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강제력이나 물리적 수단에 의존해서 좋은 삶의 형태를 강
조하기보다는 인(仁)과 예(禮)에 의해서, 또한 각 부분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교
육을 통해서 개인적 선관을 공동선에 조화롭게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유교적 정치사상은 현실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
째, 국가의 개념을 완전주의적 요구를 현실화시키는 실체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즉
유교적 정치사상은 개인적 이익(利)과 욕심(私)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공동선 공
(公)과 도덕적 당위(義)에 대한 헌신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국가, 보다 구체
적으로 정치적 엘리트들에 대한 강한 도덕적·완전주의적 요구와 결부되는 것이
다. 둘째, 정치과정을 지도자나 정치엘리트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정치적 과정도 이익집단간의 경쟁이나 경제적 계급간의 투쟁의 형태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 엘리트들간의 경쟁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2- 2. 교육에 대한 강조와 교육받은 자에 대한 경외
유교의 이상은 야만적 무교양(無敎養)의 상태에서 구제 되는 것이다. 교양은 개
인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모든 면에 걸쳐 조화있게 균형을 이룬 인격으로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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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소우주로 형성하는 것이다(베버,
1996 : 325). 무교양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단지 군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즉, 누구나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적극 개발하여 자신의 정명에 부합하게 하고, 나아
가 존재의 보편적인 원리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은 누구나 받아
야 한다. 다시 말해, 유교 교육의 이념은 자기 완성과 보편적 지식의 획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누구나 교육을 받아 자신의 소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다.
한편 유교에서 통치는 군주를 비롯한 관리들이 군자의 이상을 실현하고 이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군자의 이상에 따른 통치 이념은
관리 등용의 원칙에도 이어졌다. 즉,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던 과거제는 자기완
성과 보편적 지식 획득이라는 군자의 이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
이었으며, 따라서 관리 선발 시험은 군자의 이상에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시험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교 교육의 특성은 문헌에 의존하는 교육이었으며, 상당히
긴 훈련기간이 요구된다는 것과 실제 관직에 올라 봉록을 받을 때까지의 대기기
간(待期其間)- 실생활의 의미에서 경제 영역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 이 매우 길었다는 점이다. 훈련기간과 대기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실제로 일반 대
중에게 과거제와 연관된 교육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으며, 오히려 이들에게 교육
받은 자에 대한 일종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여하게 했다. 즉 일반인들에게는 관
직에 합격하는 것 자체가 군자의 이상을 어느 정도 실현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합
격자=군자=카리스마적 권위 라는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베버, 1996 : 188, 196 ).
다시 말해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인물이 얼마나 군자의 덕을 함양했
는가와 관계없이 대체로 그 인물이 군자와 같다 는 하나의 외면의 증서가 된 것이
다.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강조와 교육받은 자, 혹은 교육받았음이 증명된 자에
대한 경외는 오늘날 유교적 전통을 갖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난 교육열과
교육받은 계층(지식인, 대학생, 관료)의 권위로 이어져 사회와 국가가 정당성을 확
보해 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한다.

- 16 -

3 . 한국과 싱가포르의 전통의 현대적 모습

제도주의 관점은 문화와 제도의 결합을 시도하는 관점이다. 즉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문화와 이것의 현실화된 모습인 제도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들이 중
시하는 것은 문화적 요소의 단일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문화적 요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
어 인간의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자화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며, 이와 같은 인지의 영향하에 그 구체적인 현실체가 제
도의 모습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제도주의 관점에서 동아시
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할 때 제도화된 문화요소로서 유교의 역할에 관
심을 갖는 것이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현실지향성, 가족주의, 교육에의 강조, 유연
성 등이 실제 이들 국가 행위자들이 경제조직과 제도를 형성할 때에 영향을 주며
이것이 후발 산업화 과정에 놓여있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
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동일한 유교적
요소라 할 지라도 그것을 채택하는 개별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 나라의 기
타 정치·경제·사회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유석춘,
1997b ).14)
그렇다면 경제발전 이외의 영역은 어떠한가. 제도화된 문화적 요소가 경제영역
에 영향을 주었다면 정치와 사회영역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15) 정
14) 유석춘(1997b )은 동일한 유교적 문화요소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한·중·일 기업의 모습
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15) 이와 같은 인식아래 유석춘·국민호는 베버의 지배유형과 제이콥스의 동양 사회론이
동양사회, 특히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제시한다. 제이콥스는 베버의 봉건제/
가산제의 지배유형을 사회유형으로 확대시키고, 사회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유형을
이념형적으로 분류하는데, 그 비교에 따르면 봉건제적 유형은 각각의 사회제도들이 실제
적 운영 능력을 지닌 사람, 혹은 사회집단들에 의해 지배되며 그들간의 경쟁이 허용되는
분권적인 사회인 반면, 가산제적 유형은 도덕적·지적 역할을 담당하는 엘리트들이 전체
사회제도를 지배함으로써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사회라는 것이다(유석춘·
국민호, 1992). 제이콥스의 동양사회론은 자본주의적 계급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구조, 즉 지배의 양식은 이에 조응하여 서구적 다원주의적인 의회민주주의
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전통적인 지배유형이 변용되어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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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사회영역에서 제도화된 문화적 요소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권위개념과 정당
성의 문제일 것이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유교적 요소의 특징 중 하나는 유교적
완전주의 국가관과 교육받은 자에 대한 경외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두 가지가 복
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도덕적·정치적 역할을 담당하는 엘리트에 대한
온정주의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교 문화적 요소가 현대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도 나타나는가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다.
박종민(1987 )의 연구는 국민과 정부간의 이상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
계와 같아야 한다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3%가 그렇다 는 결과가 나온 것을 토
대로 한국의 정치문화에 온정주의적 권위관이 강함을 보여준다.16) 그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온정주의적 권위관이 한국사회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연구에서 온정주의적
(위의 응답자의 72.3% ) 권위관을 갖는 사람의 67.6%가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부적
절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자적 권위관계의 이상을 믿는
것과 권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갖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온정
주의적 권위관의 수용이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치자에 대한 비판이 정당한 것 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는 것이다(박종민, 1987 : 109 ). 이로써 그의 연구는 온정주의적 권위관이 정치
적 순종주의 혹은 묵종주의로 특징지울 수 있는 권위주의 문화와 구분되는 개념
이라고 보며, 가족적 국가관, 즉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로
동화시키는 권위유형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17)
적인 국가의 모습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유석춘·국
민호, 1992: 331). 그러나 이는 문화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동양사회에서 민주화가 진행될
수 없다거나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6) 한배호·어수영(1985: 58- 59)는 권위에 관한 한국인의 태도와 신념에 관한 전국조사에
서 40- 50%의 응답자가 권위에 대해 공경적(deferential)이고, 엘리트 지배에 대해 수용적
이며 권위에 대해 무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들은 이를 묵종주의라고 특징
지우나, 박종민은 이를 온정주의적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1987: 108).
17) 그의 연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온정주의적 권위관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발전
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조사 시기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권위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것이 민주정부였다면 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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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히치콕(Dav id H it ch cock )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 8개 국가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조사연구에서 배타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안정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특히 미국과 싱가포르 국민 사이에서 큰 차이
가 확인되었다. 싱가포르인의 경우 조사대상의 다수가 질서 있는 사회를 선호한
반면 미국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였다(Hit ch cock , 1994 ; 장원석,
1998 ).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질서 있는 사회 를 선호한다는 것은 가족
내의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며 국가와 사회를 이것의 확대체로 생각하는 유교적
국가관·사회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은 한
국과 싱가포르인들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한 신념에는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신
뢰와 의존성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국가에 대해 완전주의적 요구를
강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화된 문화적 요소는 다시 개별 국가의 사회조직과 구조,
정치 및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야만 그 설명력을 갖는다(김호기, 1992: 347 ). 여기
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역사적 경험, 즉 식민지 경험과 생존의 위기, 한국의 경우
전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 3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역
사적 경험은 초기 정치 권력을 장악한 지배 엘리트에게 강력한 대항 세력이 존재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볼 때 현대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와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도전하는 강력한 대항 집단의 부재라는 역사적·
상황적 배경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라기보다 가족과 같은 조
화와 질서의 관계라고 보는 정서와 엘리트들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인식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국가와 국가엘리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
으며, 그리하여 나타난 체제 전체적인 모습은 권위주의였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문화와 체제의 연관성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
니라 유리한 입장에 처한 이들이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의 모
습은 결코 서구의 모습과 같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이어와 로
설명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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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M ey er & Row an , 1977 )의 조직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국
가 엘리트들이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그와 같은 방식을 택했는가를 이해
하는 실마리를 제시한다. 마이어와 로완은 제도형성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조직은
사회적 압력을 받는 가운데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공유된 인지(cogn ition )를 조직의
구조로 택하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싱가포르에는 유교적 정치문화가 잔존해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당시 국가 엘리
트들이 제시하는 제도와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대 이후에 나타나는 정치와 사회의 모습은 문화적 요소나 역사
적·제도적 요소에 의한 단일한 인과성이라기보다 이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제 3절 . 분 석 의 틀

1 . 국 가 의 능 력 주 의 (m e rit o c ra c y ) 제 도 화

동아시아 국가들은 탈식민지 과정과 국가주도의 산업화, 완전주의적 국가관 18)
으로 인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사회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위상이라는 보편성이
드러나게 된다. 강력한 국가형성으로 국가는 기존의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포함
하는 사회영역을 새롭게 재편한다. 국가가 위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먼저 형성되
면서 사회의 권력자원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권력엘리트 집
단이 출현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지배블록이 형성되며, 이후에 이러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정치제도, 정당 및 이익집단이 선택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재형
성되었기 때문이다(최장집, 1989 : 94 - 95 ). 이때 주목할 점은 국가가 사회영역을 재
18) 제 2절 2-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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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는 모습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초기 국가권력이 인물 중심적으로 형성되
었다는 데 있다. 한국의 박정희, 대만의 장개석·장경국, 싱가포르의 리콴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19) 이들이 등장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은 각국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나 공통적으로 이들은 신생독립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혼란 속에
서 생존의 위기를 내세우며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일인 중심적인 통치는 곧 변화
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인 지배와 일당 지
배를 동시에 가져왔던 초기의 혁명적 열정이 식고 정치가 점점 더 일상화되어 가
기 때문이고(김영명, 1998 ),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른 사회의 요구
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당성(legitim acy )을 재창출해야하는 문제에 직
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압력 하에서 국가로 상정되었던 일당의 지도자들은 정치영역의 제
도화를 시도한다. 이들은 권력계승방식과 엘리트 충원의 제도화를 통해 개인화된

19) 헌팅턴은 일인 중심의 통치를 일당체제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그는 일당체
제가 덜 제도화된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정치적인 적들과의 투쟁, 당 내부의 파벌
갈등 속에서 당의 생존과 사회적인 지배를 확립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통일된
권력의 중추의 필요에 의해 권력이 개인 지배자의 성향과 의지에 지배된다고 본
다.(Huntin gton , 1970; 김영명, 1998)
한편, 전상인은 카리스마적 인물의 등장을 식민지 이후의 신생국에서 나타나기 쉽다고
보고 있다. 즉 대부분의 신생국의 경우 오랜 식민지 생활의 경험과 그것으로부터의 갑작
스런 독립은 기존의 사회규범과 질서를 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건설 이라
는 슬로건아래 터져나온 잠재적 이익의 분출은 사회를 불안과 희망의 위기의 와중으로
만들었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지배권력의 인격화를 통한 정당성의 확보를 유리하게
해준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익의 분출을 어느 정도까지 무마시켜
줄 수 있으며, 규범의 와해에 따른 불안감도 지도자의 퍼스낼리티에 대한 심리적 밀착으
로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고, 사회계층의 높고 낮음이나 정치성향의 좌·우익간의 차
이, 전통과 근대, 민족과 세계 따위의 사회 내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를 한데 묶어 줄
수 있는 공동적 체현(embodiment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본다(전상인, 1982: 48- 49).
헌팅턴과 전상인은 주로 신생국에서 일인 통치가 나타난다는데 공통적인 견해를 나타
내고 있으나, 헌팅턴의 경우 일인 지배가 근대화 초·중기나 혁명기에 당의 생존차원에
서 나타난 것인 반면에, 전상인의 경우 신생국의 독립시기에 사회 전반적인 규범과 질서
의 와해 상태에서 지도자가 이를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본다.
헌팅턴의 논의는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이 상당
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교체 없이 한 정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논의이다(임현진, 1999). 동아시아의 경우 당보다 인물에 의해 당이 좌우되는 경향
이 강하기 때문에 전상인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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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제도화된

권력으로

이행시켜

권력의

재창출을

시도한다.

제도화

(in stitution alization )를 행위양식, 규범, 혹은 공식적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서 정
의할 때(Kra sn er , 1988 : 74 ), 지도자와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엘리트들은 이
미 사회에서 널리 확립되고 정당화된 실행과 절차의 영향을 받아,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 지배의 공식구조로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싱가포르에 유교적 전통이 잔존했음을 감안했을 때,
당시 국가엘리트들은 유교적 전통을 갖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배질서의 기본구
조와 정서를 적극 이용하게 된다. 즉, 교육 받은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정
서20)와 이들에 의한 국가와 사회의 운영이라는 유교적 완전주의 국가관을 제도의
구조로 택하게 되어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유교적 이념은 인간
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통한 부단한 자기개발을 중시한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의 완성을 이룬 군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것이 과거제와
결합되면서 과거에 합격한 계층은 일종의 교육받은 계층, 즉 군자와 같은 계층이
라는 외면적 증서가 되어 그 권위를 인정받았고, 이들에 의한 지배가 정당화되었
었다(베버, 1996 ).
이와 같은 전통은 능력주의(m eritocr acy )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능
력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가 타고난 재능과 노력의 총화인 능력에 의
해서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영, 1986 : 19 - 20). 따라서 최고의 덕과 지식을 가
진 사람들이 존중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한다는 유교적 전통은 권
력엘리트와 동일시된 국가에 의해 능력주의의 제도화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능력주의의 제도화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정
치·관료엘리트의 충원과정의 공정성, 둘째, 충원된 인원에 의한 투명한 역할
(p erform an ce ) 그리고 교육받은 계층의 수적증감에 영향을 주는 대학교육의 확대/
축소이다. 당직자·관료 충원과정의 공정성은 엘리트 사이에서 권력경쟁과 계승의
정당성에 영향을 준다. 즉 엘리트들 사이의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엘리트들

20) 제 2절 2-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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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정당성 개념에 분열이 생길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권력엘리트에 대항하는
엘리트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자에 대한 통제는 엘
리트 분화의 조건이 되는 동시에 사회의 대안적 리더십 창출의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 양적으로 성장한 잠재적 엘리트 세력이 국가기구로 흡수될 가능성이 적으면
이들은 사회 엘리트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정책수행은
사회에 대한 정당성 재창출과 관련된다. 정치엘리트에 대한 높은 도덕적·윤리적
역할이 요구되는 문화에서 투명한 정책수행은 사회의 정당성 개념에 중요한 잣대
가 되는 것이다.

2. 국가의 사회통제 제도화

한국과 싱가포르의 국가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압도적인 위상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들 국가의 정치영역 이외에 사회영역의 재편과정도 주목해야한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제도를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정의하는 규범이라고 할
때, 규범이란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 개입의 수준과 정도 그리고 형태를 어느
수준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신념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
다(T h elen & Stein m o, 1992: 6 ).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유교적 전통이 있는 국
가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비교적 용인하는 완전주의적 국가관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묻는다면 이들 국가에
서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부모- 자식간의 관계와 같이 생각하여 국가에게 보호
(pr ot ection )를 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국가의 성격이 이와 같을 때,21) 만약 국가가 이
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통제방식의 제도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사회세력들은 자
신의 이익을 스스로 지키지 위한 참여(em pow erm ent ) ' 보다는

국가의 보호

(pr ot ection ) '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의 통제방식 제도화가 실패

21) 국가의 온정주의적 개입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김형태(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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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세력들이 국가의 보호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사회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지키지 위해 참여 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때 국가의 통제방식 제도화란 사회 유권자(s ocial con stitu en t )와 가시적이거
나 잠재적인 반대세력에 대한 통제정책을 의미한다. 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를 통
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가주도로 반대세력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
는 공식적인 조직(ch an n el)의 조성여부이다. 즉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반대세력의 엘리트들에 대한 포용(in clu sion ) 혹은 배제(ex clu sion )하
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통제방식은 그 사회의 균열구조가 얼마나 명확
한가에 영향을 받는다. 즉 만약 사회가 후원관계(client alist form ation ), 계급이익,
종족정체성(ethnic iden tities ) 등으로 인해 균열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국가(엘리
트)는 그 균열구조를 이용하여 이들 사이의 경쟁관계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
로써 통제정책의 세 번째 방식은 사회구성원 사이의 경쟁관계를 부각시키는 분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식은 각 방법이 하나의 개별적인 전략이 아니라 서로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사회의 균열선이 명확하다면 국가는
반대세력에 민감하게 될 것이며 반대세력을 단순히 억압하기보다는 국가주도의
조직과 제도를 설립하거나 반대세력의 엘리트를 포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
세력들의 응집성은 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회 균열구조가 미약하다면 국가는 반대세력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억압과 배제일관의 정책을 제도화 할 것이며 이것은 역으로 국
가에 대항하는 사회세력들의 응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민족(종족)이나 종교, 계급이익의 모호성 등으로 명확한 갈등관계
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 사회의 반대세력의 부상
이 부재했던 반면, 모든 갈등 관계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수평적·수직적 권력의
연계망이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임현진, 1999 : 415 )
따라서 강력한 국가 권력은 사회세력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며 배제적
통제를 제도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도화된 통제는 변화하는 사회에
탄력적이지 못했으며 역으로 전사회를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응집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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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계가 70%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말레이계, 인도계, 유라
시안계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피상적으
로 보기에는 사회의 균열이 부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국
가엘리트들은 독립초기부터 종족통제정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는 중국
계 내부에서도 본토중국에서 이주해온 지역과 방언 그리고 1950년대의 중국 쇼비
니즘 과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따라 매우 세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주변 말
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라는 거대 말레이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도식국가라는 점,
영국의 종족집단별 사회경제적 구별정책으로 종족별 왕래가 적었다는 점으로 사
회 자체가 매우 심각한 균열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균열구조는
PA P 집권 초기부터 매우 세심한 통제 방식을 취하게 되고 이를 점차 제도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운영방식의 탄력성으로 인해 사회의 불만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3 . 분석의 틀

한국과 싱가포르의 근대적 국민국가(n ation - st ate )는 지배블록과 미군정, 혹은
지배블록과 영국, 말레이시아 사이의 이해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사회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위상이라는 보편성
이 드러나게 나게 되며, 이후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자율성
은 더욱 높아진다. 지나치게 강화된 국가권력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사회영역을 재
편하고자 한다. 국가주도의 산업화는 경제영역에서 노동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일인
중심의 지도자와 이들을 둘러싼 권력엘리트들은 정치영역에서 능력주의의 제도화
를 통해 권력을 재창출하고자 한다. 능력주의의 제도화과정과 사회통제 제도화과
정에 따라 엘리트와 사회세력에 대한 국가의 정당성 개념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
며 이는 엘리트와 사회세력의 응집과 분열로 연결된다.
게임론적 접근에서 엘리트의 응집성은 주로 지배 블록내의 온건파와 강경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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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엘리트의 응집성이란 엘리트론에서 의미하
는 국가(정치, 관료)엘리트와 이에 대항하는 대항엘리트(학생, 지식인집단) 사이의
응집/ 분열을 의미한다. 이때 대항엘리트의 형성이란 무정형적인 저항세력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력과 제도화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22) 한편 정치경
제적 접근법에서 사회 세력의 응집성이란 경제적 관점에서 계급이익에 의한 계급
타협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 세력의 응집성이란 계급이익보다는 종
족, 종교, 지역, 계층 집단간의 적대감이 있고 없음, 혹은 강하고 약함에 따라 사회
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
미한다.
엘리트의 응집성과 사회세력의 응집성의 정도에 따라 정치변동은 【표 2- 1】
과 같이 4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A 는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의 성공과 사회통
제 제도화의 실패에 따라 엘리트 응집성이 높고, 사회세력의 응집성도 높은 경우
이다. 이 경우는 국가와 사회가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되나 대안적인 엘리트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민주화의 항쟁은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국가엘리트들이 사
회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낄 경우 이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주화 의 가능성은
있다. B는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의 실패로 인해 국가엘리트에 대항하는 대항엘
리트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통제 제도화의 실패로 사회세력의 응집성도 높은 경
우이다. 이 경우 대항엘리트는 응집된 사회세력에게 대안적인 리더십이 되며 정치
적인 대안 체제를 제시하게 된다. 대항엘리트와 응집적인 사회세력들의 연합으로
아래로부터의 항쟁에 의한 민주화 로 이행하게 된다. C는 국가의 능력주의의 제도
화의 성공으로 국가에 대항하는 대항엘리트 세력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제 제도화의 성공으로 사회세력의 응집성은 낮은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세
력은 응집적인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대안적인 리더십을 찾을 수 없게
되어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 되는 경우이다. D는 엘리트 세력도 분열되었으며, 사
회세력도 분열된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는 파편화되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2) 대항엘리트 세력의 의미를 학생집단과 지식인 집단에 국한하며, 이들의 형성 을 조직력
과 제도화의 수준이 높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한국 사례에서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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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엘리트와 사회세력의 응집성과
정치변동

엘리트 응집성

사회

높다

낮다

높다

A

B

낮다

c

D

세력
응집성

1980년대 한국은 항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한 경우이다.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했으나 여전히 권위주의체제가 지
속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한국과 싱가포르의 상황을 위의 분석틀
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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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과 싱가포르의 국가 형성과 국가 권력
의 공고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장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국가 형성과 산업화 과
정에서 국가 권력이 공고화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본 장의 목적은 제 3세계
신생독립국가의 국가 형성과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외세의 영향과 이와 연관된 세
력이 국가의 권력엘리트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
아시아 국가 - 한국과 싱가포르- 에서 국가 권력엘리트가 산업화 과정에서 자율성
을 확보해 가는 모습과 함께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국가와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앞절에서 언급한 역사적 전통과 함께 초기국면의 국가구조, 정
치엘리트, 정치제도들의 수립과 등장이 이후의 국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과
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제 1절 . 국 가 와 지 배 블 럭 형 성
1. 한국

해방 후 한국은 경찰과 관료조직이 지탱해 주는 강력한 국가를 유산으로 받았
다. 농부, 지주, 자본가 등 어떠한 사회계급이나 조직도 일제식민지통치 기간 중
한국에서 강력한 집단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최진욱, 1994 ). 따라서 해방 후 빈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지배블록은 강력한 국가기구(군, 경, 관)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방 당시 한국은 극심한 이념적 대립으로 좌익과 우익의 두 진영으로 양분되
었다. 한국에서 좌익의 부상을 두려워한 미군정은 좌익이 우세한 한국에 대한 보
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식민시대의 국가기관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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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한원조는 주로 국방비충당을
위한 군사원조의 목적에서 제공된 것이었다.23) 이 같은 미국의 원조는 한국전쟁
후 반공이념에 의해서 통치구조의 확립을 기도한 이승만 정권의 물적 기반을 뒷
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박종철, 1988: 110). 미군정과 연계된 이승만
정부는 몰수한 적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그것을 이용해서 관료조직을 키우고
지지자를 끌어들였다. 이러한 미국의 원조물자의 배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점이
윤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이 지주계급이나 자본가계급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조물자의 행정망을 통한 관리·분배는 국가
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이 밖에도 토지개혁의 결
과로 지주계급이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한민당은 경제적 기반을 상실했고 힘의
추는 결정적으로 이승만 정부로 옮겨갔다.
한편, 강력한 관료조직과 경찰력에 바탕을 둔 한국의 국가는 전쟁 중 군부의
급속한 팽창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더욱이 남북대립의 분단구조는 어떤 집단
도 국가권력에 대해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없었다. 1960년대 초 어떤 사회집단도
전후 급속히 팽창된 군부를 저지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1961년의 쿠데타는 과대
성장된 국가 와 허약한 사회의 심각한 불균형의 구조적 부산물이었다(최장집,
1994 ).

2.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국가는 P A P (P eople ' s A ction P arty : 인민행동당)와 일치한다. 이
는 흡사 과거의 공산주의체제에서 목격되는 당국가(party - state ) '의 성격과 유사

23) 중남미의 정치변화에서 국제 정치·군사적 요인보다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경제적 요
인이 중요한 국제적 요인으로 작용한데 비해서, 2차대전 후 동북아시아지역은 일차적으
로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대만, 일본과 함께 동
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세력의 지지를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되었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주요 관심은 정치적·전략적인 것이었으며 경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박종철,
198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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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김두진, 1993). 그러나 영국 식민지 시기의 싱가포르는 파편화된 복합사회였
다. 이주민들로 구성된 싱가포르 사회는 자신의 종족(eth nicity )을 기반으로 한 공
동체 중심의 사회였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는 각 민족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
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각 종족집단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교육을 통해 서
로간에는 왕래가 없는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였다. 더욱이 각 종족집단은 본토와
의 연계가 강하였다.24) 그리하여 싱가포르는 다인종으로 구성된 복합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종간의 뒤섞임 없이 상호 격리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각
지역사회는 고유한 언어, 종교적 믿음과 의식,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지켜왔다(김명
수, 2000). 따라서, 독립당시 싱가포르의 최대과제는 국민국가 형성에 있었다.
싱가포르의 독립은 영국과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협상
의 결과였다. 2차대전 후 싱가포르에는 말레이인 대 비말레이인이라는 민족갈등,
말라야공산당의 위협, 말레이인 급진파의 인도네시아와의 합병요구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돌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득을 본 것
은 P A P내의 리관유와 그의 동료들이었다.25)
2차 대전 이후 영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기 위하여 말라야연합(M alay an Un ion )안26)을 제시하였다. 이 안에서 영국은 싱
가포르와 말라야를 분리함으로써 양자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말라야가 독립을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직할 식민지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
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영국에게 있어서 아시아 수출의 첨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이자 정치적 발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평등주의는 기존의 말레
이 특권주의 혜택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한 말레이인들의 불만을 사 결국 종족갈
등을 증폭시켰다. 또한 영국의 말라야연합안은 공산당세력을 부각시켰다. 말레이
24) 특히 중국계의 경우 중국본토의 공산주의 세력분파에 따라 중국집단 안에서도 본토와
연계된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25) 리콴유의 동류들로서는 S . Rajaratnam , Dr . T oh Chin Chy e, Dr . Goh Keng Sw ee, K
Byrne 등이다(이하 리그룹 ).
26) 말라야연합안은 9개의 말레이주와 해협식민지였던 피낭·말라카를 말라야연합으로 통
합하고 싱가포르는 직할식민지로 하여 말라야연합과 싱가포르에 평등한 지위 를 인정한
다는 것이 골자였다. 1946년 4월 1일 말레이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싱가포르는
단독으로 영국의 직할식민지로 됨과 동시에 군정에서 지사(知事)가 지배하는 민정으로
전환되었다(Mauzy & Miln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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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은 말라야연합을 거부하고 공산말라야 건설을 위한 반식민지 통일전선운동
에 주력했다. 이들은 전후 최대의 정치세력이 되었다.27) 당시 전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냉전체제 속에서 싱가포르가 제 3의 중국 이나 동남아시아의 쿠바
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영국은 1948년 이후 12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대
대적인 공산당 진압에 들어갔다.
영국정부의 공산당 진압의 덕을 본 것은 PA P 내의 리그룹이었다. P A P는 1954
년 12월 21일에 반식민지주의의 기치를 내세운 온건주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좌
익공산주의의 연합으로 형성되었다.28) 리콴유와 그의 동료들은 온건파였다. 1957
년 림유혹 정부의 공산주의 숙청으로 행동당 중앙집행위원회 12명중 친공계 5명(6
명중)을 구속하였다. 숙청에 힘입어 리콴유는 당시 공산당의 지지세력이었던 중국
어세계로부터 비난받지 않고도 행동당 지도부에서 공산주의자를 합법적으로 완전
히 축출할 수 있었다. 이는 영국이 림유혹 정부와 같은 친영·반공적인 말라야 세
력을 끌어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의 치안권에 대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
하려는 의도도 개입된 것이었다. 1959년 자치정부 최초의 총선거에서 51석 중 43
명의 의원을 당선시켜 압승을 거둔 후 집권한 PA P는 곧 말라야 연방의 가입문제
를 놓고 급진파와 대립하였다. 리콴유 그룹은 연방에의 가입을 선호하였고, 급진파
는 이를 반대하여 결국 1961년 사회주의전선(B aris an S osialis )을 결성하였다. 사회
주의전선에 당원의 70퍼센트를 빼앗겨 당조직이 와해되다시피한 행동당은 투표
캠페인에 언론과 정부권력을 동원하여 1962년 9월 1일 투표에서 70.8퍼센트의 지
지를 얻어 정부의 말레이시아 통합안을 확정지었다. 또한 1963년 영국 정부는 반
공세력을 추출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보안법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111명의
친공산주의 세력을 구속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사회주의전선(Baris an S osialis ) 당
원이었다.

27) 말레이공산당은 1946년 싱가포르노동조합연맹(SF T U)을 결성하고 1947년 중반까지 싱
가포르 노동조합의 60퍼센트 이상을 세력 아래 넣었다(유인선, 1998).
28) 리콴유와 그의 그룹은 1950년 귀국하여 정부기관 노동조합의 영어 교육을 받은 노동자
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리콴유는 노동운동을 통해 공산주의자와도 관련을 맺게
되었다. 공산당은 통일전선을 위한 좌파세력을 원했으며 리그룹은 공산주의자들의 대중
조직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이 두 세력간의 협력으로 좌익정당이 결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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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9월 21일 말레이시아 연방 가입 후 치러진 싱가포르 주의회 선거에서
도 행동당은 37석을 차지하여 13석을 차지한 사회주의전선을 압도하였다. 이로써
행동당의 통합에 의한 독립 이 완성되었다(유인선, 1998 ). 그러나 계속되는 민족간
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1965년 싱가포르는 연방에서 축출당하였다. 사회주의전선
은 중국어세계에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나, 행동당의 생존론 에는 역부족이
었으며, 더욱이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전술구사29)로 결국은 1968년 총선에서 행
동당에게 58개 전 의석을 내준 이후 그 정치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싱가포르의 독립은 영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내부의 리콴유라는 지배
블록에 의한 합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이 말레이반도에서 지속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말라야의 분리안을 제시한 후, 이것은 말레이족과
비말레이족간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중국어 세계와
연계된 강력한 공산당의 세력은 영국정부에게는 동남아시아의 쿠바화 의 우려를,
말라야에게는 제 3의 중국화 를 우려하게 하였다. 이로써 탄생하게 된 것이 싱가
포르의 말레이 연방에의 가입이었고 이 과정에서 PA P내의 리그룹이 집권하게 된
다. 그러나 지속되는 민족간의 갈등과 싱가포르내에서 공산세력의 위협이 없어짐
에 따라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에서 축출당하게 되어 1965년 독립하게된다.

제 2절 . 산 업 화 와 국 가 자 율 성 증 가
1. 토착자본의 부재와 생존의 위기

한국과 싱가포르는 토착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일제가
토착 기업가의 출현을 저지하는 정책을 폈다. 따라서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이들
두 나라에서는 국가가 자본가의 역할을 하며 산업화에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29) 당시 사회주의전선은 중국의 문화혁명에 고무되어 선거를 보이콧하고 더욱 격렬한 가
두투쟁을 펼쳤다(유인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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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국가들이 수출주도 산업화(Ex port Orien ted In du strialization :E OI) 전략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각국 정부에게 닥친 생존의 위기 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 시기의 한국의 수입대체산업화는 미국의 원조물자의 공
급에 의존한 것이었다. 즉, 미국의 원조물자를 정부가 제공하면 이를 가공해서 판
매하는 3백(三白)산업이 수입대체산업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대체산업은 1958년부터 시작된 미국 원조의 감소로 투입에서의 과소공급으로 인
한 위기를 맞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침체는 자유당 정권의 몰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임혁백, 1994 ). 이후의 제 2공화국 말기의 한국은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원
조기관으로부터 정책적 자율성을 상실했고, 내부적으로는 집권당의 분열과 파벌투
쟁, 사회세력들의 폭발적인 요구 등 다차원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즉, 유례
없는 정치불안정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국가위기 상황
에 직면한 것이다. 그 결과 5.16이라는 군사혁명이 일어났으며, 군사정부는 정통성
확립과 정권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E OI를 택한 것이다.30)

식민지 정부와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집권하게된 리그룹과 P A P는 독립
후 국가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1959년 자치정부이후 말레이시
아 공동시장의 실현을 기대하면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
합탈퇴이후 말레이시아 시장진출이 좌절되자 수입대체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과잉
설비/ 과잉투자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노동운동의 잠재적 폭
발을 예고했으며, 더욱이 1967년 영국 정부의 싱가포르 영국 해군의 철수선언은
싱가포르의 생존위기를 가속화시켰다.31) PA P 정부는 신속히 수출주도산업(E OI)'
30) 임혁백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엘리트들이 처음부터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시도하지 않
았음을 언급한다(1994 : 316- 317). 군부엘리트들은 쿠데타의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농촌소득의 향상을 위한 민중주의적 경제정책과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책적 실패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실패하
고 심한 인플레를 초래함으로써 1963년 EOI로 전환하게 된다.

31) 1967년 영국정부는 싱가포르에 있는 영국 해군기지를 1971년까지 철수 할 것을 발
표한다. 당시 영국의 지출 비용은 GDP의 12.7%에 이르렀고, 노동력의 2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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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택하게 된다.

2. 국가개입에 의한 산업화와 국가자율성 증가

한국의 산업화에 있어서 국가는 단지 시장을 유인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는 행정지도, 관료적 서비스 제공, 신용
통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사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Jayasuriya, 1995),32)
이 과정에서 국가의 자율성을 증가시킨다. 국가는 수출증대를 위해 기업들에게 특
혜융자, 세금감면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Am sden , 1990 : 6; 안승국, 1998). 또
한 국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생산자본의 유입을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직접투
자로 한정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실행된 중화학
공업화 정책은 1960년대 국가 지원으로 성장한 재벌들에 대해 다시 국가의 통제
력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화학 공업화는 산업의 특성상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 회임 기간이 길다
는 특징이 있다. 당시 중화학 공업에 참여를 희망한 굴지의 기업들도 재무구조가
빈약하였고, 국내의 자본시장의 발달도 미약하거니와 그나마 국가의 통제하에 있
었으며, 해외자본에의 통로 역시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업자본
가들의 유일한 자본창구는 정부였다. 정부가 관리하는 자본이 클수록 또 사기업의
자금수요가 클수록, 정부의 권한은 커진다는 함수적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단계

하는 38,000명의 국내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Milne & Mauzy ).
따라서 영국 해군기지 철수는 이들 노동력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되는 것을 의미하
므로 당시 극심한 실업과 경제 침체 상태에 놓여있던 싱가포르에게 주는 경제적 함
의는 매우 심대한 것이었다.
32) 찰머스 존슨은 일본의 국가- 기업관계 분석에서 행정지도를 국가가 특정 기업을 선택하
여 후원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Johnson , 1987). 즉 국제 시장에서 우세한 산업이나 기업
에 대한 관료적 지원의 집중적인 할당을 의미하다. 관료적 서비스의 제공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격 확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며, 특히 수출 산업을 위한 과학, 기술 등의 연구 개발 서비스의 집중 지원을 의
미한다. 신용통제는 국가가 은행을 통해 이자율, 대부, 외국 차관 등을 조절하여 국가가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Jayasuriya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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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W oo, 1988; 마인섭, 1992).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 자본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고려된 외국투자정책의 수립으로 수출제조업에 외국투자를 끌어들였다.33) 싱가포
르의 수출주도산업은 다국적 기업과 연계된 국제화정책이었다. 이른바 다국적 기
업 주도 산업화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고용법 (1968), 노사관계법 , 경제확대조
치법' (Economic Expan sion Incentive Act )34) 등을 제정하여 법적인 기반을 마련
하였고, 정부기구는 해외로부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개편되어
다국적 기업에 필요한 하부구조 및 시설들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동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전국임금협의회(NW C)를 통하여 노
동·고용주·국가의 3자연합에 의해 임금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였다.
싱가포르의 다국적 기업과 연계된 국제화정책은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충실히
따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
영역에 개입할 수 있었다. 정부가 경제 조절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는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EDB (Economic

Developem ent

Board),

HDB (Housing Dev elopem ent Board), CPF (Central Provident Fund)과 같은 공사
(St atut ory Board)를 통해 경제개발과 사회복지를 증진시켰다. 또한 라디오, 텔레
비젼, 보건, 교육 서비스와 같은 사회의 하부구조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배타독점적
인 제공자이기도 했다. 싱가포르 항공, 국가 무역 회사, 국가 투자 조합, the Post
Office Saving Bank 등과 같은 국가기업을 운영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생산과
수출, 복지 등에 관여하여 경제 전반적인 구상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싱가포르가 수출증진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33) 외국 직접 투자(DFI)에 대한 자유화 정책은 싱가포르의 필요성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즉, 수출제조업으로의 도약의 필요성, 싱가포르의 기술적 기반의 취약성, 토착산업 부르
주아의 부재, 전통적 집산지 무역과 소규모 국내 기업을 수출주도산업화의 기업가로 변
신시키기 위한 예비시간의 요구 등이었다(김두진, 1993).
34) 경제확대조치법은 외국투자자에게 구조적으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10년 동안 수입세 면제의 혜택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S . Natarajan and
T an Juay Miang , 1992 : 2, 김두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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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자본가 세력의 취약과 중국인 상인들에 의존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에 의존했던 전략의 성공에 있었다. 국가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기구를 이에 맞추어 개편하며, 노동통제정책
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허약한 자본가 세력을 대신하여 중앙공
적금제도(CPF ) 등을 통해 국가부르주아지 역할을 하며 개입하는 과정에서 자율성
을 높인 것이다. 여기에 말레이시아 연방 탈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발표된 영국 해군기지의 철수(1967)는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켜주
는 계기가 되었다.

제 3절 . 소 결
일제와 영국이라는 초국가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싱가포르는 독립 후 지배세력
과 사회세력이 모두 분열되어있었던 파편화된 사회였다. 한국의 지배엘리트의 경
우 극심한 이념적 대립으로 좌·우익 두 진영으로 양분되어있었고, 사회세력도 이
에 따라 분열된 상황이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지베엘리트의 경우 PAP와 급진
공산세력인 사회주의전선(Barisan Socialis )으로 나뉘어 있었고 더욱이 사회의 경
우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종족집단의 상호교류가 미약한 지극히 파편화된
사회였다. 이와 같이 볼 때 독립 직후 한국과 싱가포르 사회의 모습은 【표 2- 1】
의 D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35)
그러나 각국의 지배엘리트들은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해
가며 점차 국가엘리트로서 응집력을 확보해간다. 한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
한 군부세력이 국가엘리트로서 자리잡아감에 따라 이들 사이의 응집력이 매우 높
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의 경우 국가에 대항하는 응집적인 세력은 약

35) 교차표 【표 2- 1】의 각 셀은 국가 권력이 공고화된 후 국가 통제 제도화 의 성공여부
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의 초기 한국과 싱가포르 사회를 분석 하는
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독립직후 초기 국가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상황적인
모습 을 설명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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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자율성이 높아감에 따라 셀 D에서 점차 셀 C로 이동해 갔
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비슷하여 리콴유와 PAP가 사회주의전선을
몰아내며 점차 응집적인 세력으로 부상하나 사회는 국가에 대항하는 응집적인 세
력이 미약하여 점차 셀 D에서 셀 C로 이동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독립직후 셀 D에서 1970년대 셀 C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장과 제 5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서서 응집
적인 국가엘리트들이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가 통제 제도화 를 통해 전체
적으로 사회를 재편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정치변동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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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한국
강력한 권력을 갖게된 국가는 사회세력의 탈정치화를 시도했다. 각국의 집권세
력은 일당체제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도전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비동원화, 경제적 동원화 정책을 사용했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탈정치화 정책
은 정치와 경제 두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경제영역에서는 국가가 노사관계
에 개입하여 노동통제의 제도화를 추진했으며, 정치영역에서는 관료와 엘리트 충
원과정과 권력계승의 제도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한국과 싱가포르에
서 조금씩 차이가 났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1절 . 국 가 의 사 회 통 제 정 책
1. 권력계승과 엘리트 충원 제도화 실패

한국에서 정치사회를 무력화 내지 탈정치화시키는 작업은 야당에 대한 탄압과
비정당적인 정치세력(재야세력, 지식인, 학생층)에 대한 통제였다. 이를 박정희 시
기와 전두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면, 박정희 시기에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통
하여 정당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한편 정당구도를 정권에
도전할 수 없도록 재편하였다.36) 한편 비정당적 정치세력(재야세력, 지식인, 학생
층)은 중앙정보부와 같은 정보기관과 강권조직들에 의존하여 소위 정보정치라고
불리는 정치공작적인 활동 통해 철저히 탄압하였다. 그

밖에 월남파병반대, 학원

민주화운동 등의 저항에 위수령, 긴급조치 등을 이용하여 억압하였다. 전두환 시기
는 유신시기를 그대로 복제한 체제(윤상철, 1997)였다.37) 정치풍토와 정당 개혁이
36) 1972년 유신헌법에서 국회구성은 전체 219명의 의원 중 2/ 3는 전국의 73개 지역구에서
각 2명씩 선출되며 나머지 1/ 3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의원들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헌법
에서 야당은 한선거구에서 한명씩을 공청하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한다고 하더
라도 야당은 국회의석의 1/ 3을 획득하는 데 그친다. 이로써 야당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자체가 무의미해졌다(최진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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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목표아래 정당법을 제정하고,38)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전
의 반공법의 내용들을 흡수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계엄령, 위수령,
비상사태 등과 같은 강권적 방법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
여기서 이 두 정권을 붕괴시킨 주요한 측면 중 하나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 모두 엘리트 충원과 권력계승의 제도화에는 실패하였다는데 있다. 민주적
이건 권위주의적이건 어떤 정권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규범과 절차
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조직이건 규범에 따
라 일정한 절차대로 운영이 계속되고 그것이 되풀이되면 안정된 조직이 되는 것
이며 그러한 조직은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한배호, 1994: 250), 두 정
권은 통수권자의 자의에 따라 모호한 규칙하에 정권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군부내 추종세력이외에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박정권은 관료집단과의 연대
를 모색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통해 능력주의 의 제도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들
이 시도한 능력주의는 관료집단에 국한되었으며, 정치엘리트 충원은 지도자의 인
맥이 고려된 임명이 많았다. 더욱이 후계자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에는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는 외부 인사들을 등용하여 권력계승의 가능성 자체를 차
단하였다. 전문성이 떨어지며 지도자의 후원을 바탕으로 등장한 인사들은 정책의
실패와 부패에 연류되어 정권의 정당성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다. 여기에
고등교육자들의 수적 증가- 특히 80년대 초반 대학생의 수적 증가- 는 이들이 하나
의 대항엘리트들로 성장하는 구조적 조건이 된다. 전정권 말기에 나타난 민주화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박정희 정권은 민주적 방식을 통해 등장한 민간정부를 쿠테타로 전복시키고
집권한 정권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부터 정통성의 문제를 안고 등장했으며, 그

37) ...제 5공화국은 최고권력의 제도화, 지배블록 혹은 지배연합의 구성 및 성격, 정치사회
와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 등에 있어서 유신체제를 그대로 복제한 체제였다(윤상철,
1997: 86).
38) 유신체제의 중선거구제를 존속시킨 결과, 11대 국회에 8개 정당이 진출하게 된 반면,
제 1당에게 전체 의석의 1/ 3에 이르는 전국구 의석의 2/ 3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강력
한 지배여당과 군소야당의 체제를 만들어냈다(윤상철, 1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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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화와 경제개발에 힘을 쓰게 된다. 그러나 군부 내 추종
세력이외에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세력
을 찾았으며 이때 주목하게된 세력이 관료집단이다. 5·16군정은 시장 이라는 문
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한다. 군정이 추진한 행정개혁은 관
료의 충원과 이동을 규제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기보다는 이상과
현실의 넓은 간극을 줄이려는 성격이 짙었다. 조선조의 과거제도가 보여주듯이 한
국에서는 일찍부터 능력 39)을 중시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서구의 현대적 관료체제를 도입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었다. 군정의 행
정개혁은 정치사회에 뿌리내린 지 이미 오래인 이러한 능력주의에 맞게 현실을
개혁하고, 자유당과 민주당 정권하에서 청탁과 정실주의로 얼룩져버린 인사정책을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당수 제3
세계 국가의 경우보다는 행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넓었다고 하
겠다(김병국, 1994).
한국에서 관료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급 공무원의 충원방식은 행정고시, 특
별승진, 특별채용으로 세 가지가 있다.40) 그 중 행정고시는 능력주의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행정고시는 자유당과 민주당정권시기에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행시 출신 사무관은 4.1%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행시 출신의 임용규
모를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써 추종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41) 행시가 본격적인 관료엘리트의 충원방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박정희
정권 이후이다.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기반을 넓히고 그 당시 당면 과제였던 시
장 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관료집단을 육성하였다. 더욱이
행시 출신의 대다수가 일류대학 출신의 비슷한 연령대로 채워짐에 따라 이들 사
이의 내부 경쟁에 따른 승진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42)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능력주의 제도화는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박정권하
39) 박동서, 『한국관료제도의 역사적 전개』(서울: 한국연구사, 1961), p. 137.
40) 특별승진은 하급 공무원에게 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를 제한적으로나 부
여하는 것이다. 특별채용은 선발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충원방식으로써 대통령과 장관에
의한 채용을 말한다.
41) 고급 공무원 충원방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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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장관직은 물론이거니와 정책적 주도권을 결정적으로 행사하는 차관직도 통
수권자가 임명하는 정무직이었고, 일반 공무원직도 다른 부처의 관료나 특채로 충
원될 수 있었다. 국가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육성에 특히 주력했던 부서인 재무
부와 경제기획원을 제외한 여타의 부서에서는 내부 인사가 동일 부서의 장·차관
직에 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43) 한편 정권창출의 기반이었던 군부인사의 특
채도 채용기준이 모호하여 능력에 따른 기용과는 거리가 멀다.44) 총무처의 자료에
의하면 100여명에 달하는 육사 출신의 위관급 장교가 매년(1977- 81) 사무관직에
임명되었다. 소위 제 4공화국의 유신 사무관 이 바로 이들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제
6공화국에서 사관 출신 특채가 금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들의 대거 채용으로
인해 공무원의 과잉상태가 야기되자 1981년부터는 고시를 통한 선발인원을 대거
축소하였다. 기존의 300명에 가까운 인원에서 1981- 82년에 150명씩, 1983- 1986년
에는 100명씩 축소하였다(박동서, 1992: 13). 이로 인해 능력보다는 통수권자의 경

1948. 8- 1961. 5
직급

행정고시 특별임용

1977. 1- 1980. 12
승진

직급

행정고시 특별임용

승진

1

63.9

36.1

1

34.5

65.5

2

52.9

47.1

2갑

6.8

.93.2

2을

6.5

93.5

8.1

91.9

10.8

68.5

3갑
3을
자료 : 안용식,

4.1

39.8

60.2

3갑

30.6

65.3

3을

20.7

한국 고급공무원의 Mobility",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1977),

pp. 26, 46: 총무처 , (김병국, 1994: 174).

42) 김병국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유교사회에서 평균 47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
무관직을 획득한 행실 출신은 문화적으로 엘리트로서의 정당성을 가진 세력이었다고 본
다(김병국, 1994).
43) 경제기획원의 경우, 부이사관 이상의 중견관료는 거의 모두 기획원의 사무직 또는 그
이하의 직급으로부터 승진한 전문기획관료(96.1%)로 채워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기획원
에서 일반직 공무원 중 최고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차관보와 실장은 경제기획원 내
에서의 재직 기간이 20여 년에 이르는 전문기획관료로 대부분 충원되었다. 반면에 상공
부의 경우 사무관 직급 이하에서 출발하여 차관보의 위치에 이른 자는 전체 조사대상인
원의 29.2%로 경제기획원의 73.1%에 비해 43.9%나 낮았다. 상공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직 역사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조직 역사가 훨씬 짧은 경제기획원보다 오히려 전문성
에서 뒤지고 있다(김병국, 1994 : 184- 188).
44) 당시 사관 출신 장교들을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시험이 있었으나, 이는 일반 행시와 비
교하여 그 수준이 낮았었다(보겔,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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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배경인 군부 인력들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취약한 정권의 기반을 이들의 지지
로부터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다.
능력보다는 통수권자의 인맥과 신임에 의한 임용은 정치엘리트들의 충원에서
두드러졌다. 군정 이후 역대 장·차관의 출신배경을 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경력
이 직업군인이었음을 보여준다.

【표 4- 1】 군사정권～1971. 12 까지의 정치엘리트* 의 경력배경 (명)
정치(a) 경제(b)
대통령

2

합계

언론

교육

법조

행정(c) 기타(d)

1

국무총리

장관

군인

7
9
(5.8%)

합계
3

1

2

1

4

13

59

3

19

6

14

62

4

19

6

(8.9%) (39.5%) (2.5%) (12.5%) 3.8%)

(a)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등

(b) 은행가 , 기업가, 상업 등

(c) 장관, 대사, 공무원 등

(d) 의사, 종교가 등

40

3

40

3

(25.5%) (1.9%)

150
157

* 연구대상 인원은 동일인물이 정치엘리트직에 반복 충원된 것을 포함한 것이다 .
** 자료 : 신명순 , 1988 : 61

【표 4- 2】 제 4공화국 행정부 장관들의 경력별 분포
정치

경제

군인

대통령

1

국무총리

1

언론

교수

법조

관료

기타

합계
1

1

2

1

3
62

부총리

1

장관

7

1

18

1

10

7

18

합계

8

1

20

1

11

7

20

(%)

(11.8)

(1.5)

(29.4)

(1.5)

(16.2)

(10.3)

(29.4)

1

68

* 자료 : 강철 , 1992 : 47.
** 강철의 연구는 신명순의『대통령 및 각부장관의 사회적 배경』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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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 제 5공화국 행정부 장관들의 경력별 분포
정치

경제

대통령
국무총리

언론

교수

법조

1
1

부총리
장관

군인

2

1

1
17

1

24

5

관료

기타

합계

1

2

1

4

9

12

4

7

12

9

51

1

합계

18

4

26

5

15

9

60

1

(%)

(12.8)

(2.9)

(18.4)

(3.5)

(10.6)

(6.4)

(42.6)

(0.7)

123
141

* 자료 : 강철 , 1992 : 49.

군정시기부터 제 5공화국까지의 역대 각료의 주요 경력을 보면 군 출신이 각
각 39.5%, 29.4%, 18.4% 임을 알 수 있다. 군 출신은 4, 5공화국으로 갈수록 줄어
들고 정치부분에 종사했던 인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 16의 주
도세력들과 3공화국 시절에 군 출신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4, 5공
화국에 들어서 장관으로 다시 충원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강철,
1992: 48).45) 특히 군 출신은 부서의 특성상 군 출신이 등용될 수밖에 없었던 국방
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보부와 내무부 등의 군사안보 및 치안관련 정무
직을 거의 독점하는 특혜를 누렸다(김병국, 1994). 뿐만 아니라 역대 국회의원의
경력배경을 보아도 군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이 드러난다. 이는 여당의 공천을
받으면 선거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었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군 출신이 여당(3,4공
화국의 민주공화당, 5공화국의 민정당)의 공천을 압도적으로 받았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의 정치적 혹은 행정적 능력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로 당선되었다기 보다
는 당 통수권자의 신임을 받는 그의 추종자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46) 군 출신 역대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장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
45) 실제로 역대 행정부 장관(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 4, 5
공화국으로 갈수록 가장 많은 정치엘리트의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로 증가했으며, 특히
5공화국의 경우 60대가 4공화국의 1명(1.1%)에서 12명(8.2%)로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엘리트들이 재충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특히 4공
화국 때의 각료가 5공화국에 들어서 재충원된 사람은 김용태, 김원기, 김재명, 남덕우,
박동진, 신현확, 이원경, 이재설, 최종완, 황인성 등이다(강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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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4- 4】 군 출신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장
역대 국회 임기

63- 67

67- 71

71- 72

73- 79

79- 80

81- 85

85-

의 원(%)

17.7

21.1

17.2

22.4

16.0

9.4

10.9

(명 )

31

37

35

49

37

26

30

상임위원장(%)

41.7

37.5

38.5

34.6

46.2

50.0

4.6

(명)

10

9

5

9

6

13

7

자료 : 김광웅 , 1988: .34- 35.

이와 같은 정치엘리트의 충원은 능력이나 지배층 내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기보다 통수권자의 신임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중심의 정치가 제도 중심
의 정치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인 중심의 통치는 시간이 갈수록 계
승문제의 압력을 받는데 정치엘리트의 모호한 충원방식은 엘리트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47) 더욱이 통수권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육성하거나 위
46)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한다. 3, 4공화국 당시 군은 다른 집단에
비해 고등교육자가 많이 모여있던 집단이다. 따라서 순수히 학력수준에서만 보았을 때,
이들의 능력이 여타의 집단에 비해 뛰어났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47) 동아시아 국가들의 초기 일인 중심적 통치는 일종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즉 기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국가=군자(지도자)에 의한 통치 라는
개념이 이들에게 작용한 것이다. 유교적 국가관에서 군자는 일종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졌던 것으로 볼 때(베버, 1998),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 초기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인상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카리스마적 권위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권위의 원천
(source)이자 동시에 권위의 집행자(agent )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Lipset ; 임희섭, 1972: 233- 251). 따라서 카리스마가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이란 본질적으
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승계문제가 등장한다. 베버는 카
리스마적 지도자의 승계방법은 여섯 가지로 구분했으나, 현대사회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조직 혹은 기구의 카리스마(charism a of office)이다. 이는 카리스마가 의식적
인 수단(ritual means )에 의해, 창시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혹은 새로운 인물 속에 창
조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때의 카리스마는 한 특정한 인물로부터 분리되어, 그것 자
체가 객관적이고도 전수될 수 있는 실재(an objectiv e, transferable entity )로 화하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카리스마가 혈연관계 대신 인위적, 마법적 수단(artificial, magical
means )에 의해 옮겨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는 어떤 사회적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은총의 상태(the specific st ate of gr ace of a social in stitution )에 대한 믿음에
의거한다(W eber , 1978 : 1135- 1139; 전상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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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에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국무총리직에는 항상
대중적 정치기반이 미약한 전문관료나 교수, 군 출신을 배치함으로써 권력계승 자
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정희와 쿠데타집권 초기에 형성되었던 지배블록
은 1969년 3선 개헌 과정을 겪으면서 분열되고 약화되었고 장기간 집권하는 과정
에서 구성원 사이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생겼으며,48) 결국에는 유신체제 라는
더욱 강경한 독재체제로 그 해결 모색하다가 박정희의 시해로 붕괴된다.

전두환의 경우 역대 권위주의정권 중 정당성상실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
었던 정권이다. 앞의 5공화국의 관료엘리트에 대한 분석에서 보았듯이 5공화국의
관료엘리트들은 유신시기부터 대거 특채로 임용된 사관 출신 사무관으로 인해 과
잉공급 상황이었고, 이는 고시 출신의 임용을 축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
권의 정당성을 군부로부터 확보하고자 했던 전두환 정권은 사관 출신의 특채 비
율은 그다지 줄이지 않았다(박동서, 1992). 정치엘리트 충원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
타나듯이 4공화국의 군 출신 각료를 재임용하거나, 군 출신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모호한 충원기준이라는 기본적
인 엘리트 충원양상은 기존 4공화국 체제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전정권은 권위주의정권의 지배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1983년 12월 잠시

자율

화 정책 혹은 유화조치를 취하며 강·온 전략을 번갈아 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정권이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학교육 자율화 정책을 펼친 것이다.49) 이를

48) 대표적인 예가 1968년 5월의 국민복지연구회 사건이다. 박정희의 3선을 가능케 하기 위
한 개헌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박정희를 둘러싼 청와대와 공화당내의 측근세력간에 차
기 대통력직의 계승문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에 박정희 측근들이 당내에
사조직을 만들어 당의 단결을 해쳤다 는 이유로 김종필 측근인 김용태 의원 외 여러 명
을 출당시켰다. 그 사건이 발생하자 공화당의장이었던 김종필은 모든 공직에서 사임할
것을 공포하였다.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때 가면 대통령 임기를 중임
까지만으로 제한한 현행헌법에 묶여 출마할 수 없는 박정희를 대신해서 그의 후계자가
되어 보려던 김종필과 그를 지지하던 측근세력과 김종필을 반대하던 박정희의 측근세력
간의 계승정치싸움이었으며 그 때 이미 박정권은 심각한 계승문제위기에 봉착하였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한배호, 1994 : 252- 253).
49) 한국의 대학 정원 정책의 변천 과정은 정치 체제의 변동과의 관련 속에서 ① 정원 개
방기(1945- 60) ② 정원 억제기(1961- 80) ③ 정원 확대기(1981- 1986)로 구분한다(강무
섭, 1986, 한국 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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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기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박정희 정권시기의 고등교육 정책 중 하나는 대학 정원 통제정책이었다. 이 시
기의 중요한 정원 정책에는 학교 정비 기준령50) 과 대학 학생 정원령 51)이 있다.
특히 대학 학생 정원령 은

대학 정원 규모의 결정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시작되

고, 문교부 차관 전결사항이었던 대학의 정원이 대학 학생 정원령 이후로는 한 대
학 한 학과라도 수정이 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교육에 대한 국가
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정치 풍토 속에서 국가의 대항엘리트로서 저항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집단은 학생집단이었고, 더욱이 군사 혁명으로 지지 기반이
약했던 군사 정부에게는 이전 정부의 정원 개방정책과 4.19를 계기로 크게 활성화
된 학생 운동이 큰 위협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3, 4공화국 내내 박정희 정권은
대학 정원의 억제를 통해 학생 운동 세력의 양적 규모를 통제하려는 시도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1년 제 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고등 교육 정원 정책은 입학 정원제
에서 졸업 정원제로 바뀌었다. 졸업 정원제는 1970년대 말 대졸자의 학력 디플레
이션(과소공급)현상이 나타나는 것, 대학 진학 희망자의 급증52)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나, 국가가 입시 경쟁의 완화, 과열과외 해소, 고교 교육 정상화
등을 내세워 취약한 정당성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대학 내에 면학분위
50)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1961년 9월 1일, 법률 708호) 의 제3조 제2항 학교 또는 학
과의 폐합이나 학급 또는 학생정원의 재조정에 관한 기준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에 의하
여 1961년 12월 9일 각령 제 283호로 제정·공포된 것이다(강무섭, 1986).
51) 196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 2,331호. 대학 학생 정원령 은 교육법 시행령 제65조의
제5항으로서 신설된 대학(대학원과 초급 대학을 포함한다)·사범 대학의 학생 정원은
각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는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 것이다.
특히 1969년부터 시행된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 의해 대학 학생 정원령은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될 수 있었다. 예비고사 제도가 대학별 단독 시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입학 정원의
초과 모집을 억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52) 1970년부터 1980년의 10년간 대학 정원 억제 정책 속에서도 대학 정원은 45,655 명에서
205,835명으로 약 4.4배 증가하였다. 대학 진학 희망자는 같은 기간에 고교 졸업자가
145,062명에서 467,388명으로 약 3.2배 증가한 것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여 120, 580명
에서 501,515명으로 약 4.2배 증가하였다. 특히 당해년도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희망
률은 1970년에 51.7%에서 1980년에는 68.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면 1970년
대의 대학 정원 증가가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진학 희망자의 증가보다 결코 적게 이
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실패자 가운데 재수
하는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학 진학 수요는 급증한 것이다(강무섭, 1986: 7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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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을 성적에 묶어두려는 정치적 의도도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각 대학(교)별 정원에 대한 결정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 정원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53) 그러나 졸업정원제에 의한
대학교육자 통제정책은 국가 수준의 인력 수급 측면이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 측
면, 그리고 대학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실패했다(강무섭, 1986: 88). 더욱이 역
설적이게도 학생집단의 양적 증가는 국가에 대항하는 엘리트 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표 4- 5】 고등 교육 기관 유형별 학교·학생수의 증가 추이
학
연도

전문

각종

대학

학교

1945

1

1955

교

수

학
전문

각종

대학

학교

19

-

-

74

83

37

16

87

101

15

1980

128

1985
1986

대학

대학원

계

-

-

-

7

21

46

1965

48

31

1970

65

1975

생

수

대학

대학원

계

-

-

-

7,819

-

-

-

-

84,996

162

23,159

3,072

111,563

3,842

141,636

64

168

33,483

2,709

158,604

6,640

201,436

88

82

204

62,866

2,993

217,490 13,870

297,219

12

91

121

236

165,051 4,058 4 13 ,4 14 33,939

6 16 ,462

120

24

111

201

255

242,117 17,475 950 ,0 58 68,178 1,277 ,828

120

25

111

203

256

250,652 19,608 992,233 69,962 1,332,455

주 : 1) 대학은 교육 대학도 포함하며 , 전문대학은 초급 대학 , 고등 실업 전문학교, 전문 학교,
간호 학교 등도 포함함 .
2) 학교수 계에는 대학원이 제외되었음 .
자료 : 강무섭, 1986 : 97.

53) 졸업정원제를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제 3, 4공화국에서 일어났던 학원의 소요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즉 대학마다 교육 여건이 다르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강제 탈락률을 고집하려 했던 것은, 학생들을 성적에 묶어둠으로써
학생들의 정치적 시위를 극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최종철, 1985 : 54;
강무섭, 198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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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5】에서 보면,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입학정원수는 1980년대 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1986년 전체 고등 교육자의 수는
1,332,455 로 1975년의 297,219보다 4.5배 증가했으며, 이 중 4년재 대학생수는
1975년 217,490에서 992,233으로 무려 4.6배 증가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펴왔던 정원 억제 정책에서 적극적인 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학생집단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엘리트들의 정책 실패와 부패의 연류로 이들의 정당성이 약화되자, 학생집단
이 국가에 대항하는 엘리트 집단으로서 급부상하게 되고 이로써 전두환 정권의
정권연장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저항은 날로 심해지게 된다.

2. 경제영역에의 억압정책

국가의 사회통제는 단순히 경제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단계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통제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경제영역에서 명
시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자 집단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경제영역의 노동자집단에 대한 통제를 국가의 사회통제 제도화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양국을 비교할 것이다.
국가론자들이 지적하듯이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형태는 독재국가
(Am sden ), 권위주의국가(C. Johnson ), 관료적 권위주의국가(O 'Donnell), 유기주의
국가(A , St epan ), 강한 국가(Krasner )이다. 이들의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
점은 국가의 노동배제적·탈정치적·억압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54) 특히 데요
54)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의 노동의 정치적 취약성에 대한 설명은 주로 세 가지 관점에
서 설명되어졌다. 첫째는 문화적 설명으로 유교문화적 전통이 국가와 기업가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적 설명으로 이들의 급속한 산
업화와 경제성장이 산업갈등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을 집단시위보다는 개인적 성취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치적 설명으로, 국가의 정당, 노조, 대중매
체에 대한 공적인 통제가 노동자들의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심하게 격감시켰다는
것이다(Dey o, 1989 : 5; 국민호, 1999 : 88). 그러나 발전국가론을 연구하는 데요(Dey o)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들보다는 경제구조와 취약한 노동운동과의 관계를 강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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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yo)와 같은 발전국가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가의 노동억압적인 정책에 대
해 ANICs는 산업발전 이전에 정치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라고 보며, 노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국가가 강한 국가권력을 선점하여 만든 조합주의적 노동통제
가 ANICs에서 노동의 정치적 비동원화를 가져왔다고 본다(Deyo, 1989). 데요의
분석대로 ANICs의 노동정책은 산업발전 이전에 강력한 정치체제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조합주의적 노동통제는 싱가포르의 사례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
국의 경우 조합주의적 노동통제라기보다 억압의 제도화 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
다.55) 본 절에서는 국가가 이와 같은 억압의 제도화 어떻게 시도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통제의 방식은 초기의 간섭과 이후의 지속적인 억압과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배제 일변도였다고 할 수 있다. 쿠데타로 집권의 계기를 마련한 박정
희는 경제영역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공화국 초기에 정부 개입
하에 설립된 한국노총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입과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포고령
제 6호를 공표하여 1961년 5월 23일부로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시켰으며 한국노
련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단체도 해산시켰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개입 하에 한국
노동조합총연맹(이후 한국노총) 을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으며, 1963년 4월 노동조합
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박정희 정권 집권초기, 일부에서는 한국노총이 관권에 의하여 하향식으로 조직
화된 어용단체라 주장하고, 1963년 2월 정치적 중립과 쟁의권 확립을 목표로 한국
노동조합총연합회 결성준비대회를 열었다.56) 이들은 일부 단위 노조를 조직하면서
55) 강력한 국가권력이 먼저 성립된 후 시도될 수 있는 조합주의적 정책은 국가 중심적 조
합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조합주적 노동정책의 경우 국가주도적인 노동조합의 형성과
운영을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노조의 지도부는 정치적으
로 포섭하며, 일반 조합원에게는 복지나 후원을 통해 노조의 정책에 순응하게 하는 방법
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지겠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노조지도부의 정치참여,
조합원에 대한 복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의 노조
지도부의 경우 정부나 공화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도 정치적으로는 배제되었
으며, 조합원들에 대한 이렇다할 복지정책도 시도된 적이 없어(1960- 87사이) 조합주의적
으로 분석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5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578- 581; 이강로, 1996: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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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노조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노총과 대비되는 제2의 노동운동이 한때 진행되기
도 하였다(동아일보, 1963년 3월 8일 7면; 이강로, 1996: 423). 그러나 개정된 노동
조합법에 의해 이들의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1961- 64년 사이의 과도기적 현상에서 벗어나 관주도형 노조로 정
착되어가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으나, 상급노조
들은 친여적인 활동57)과 함께 노동자계층과 유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58)이었다. 그
러나 정부가 1969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쟁의조직에 관한 임시특례법
을 통과시켜 외국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단체행동권을 크게
제약시키고,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
체행동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강제중재를 전체산업에 적용시키는 등 지속적인 억
압정책을 펼치자,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국회 앞 시위 등 적극적인 반대를 펼치기
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좌절되자 기존의 노동조합주의에 의한 기업내 경제투쟁을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표명이나 노조대표의 의회 진출을 기
도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선언하였다.59)
이에 대해 정부와 공화당은 노조의 정치참여를 지속적으로 배제하였다. 노동청

57)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노총은 1969년 8월 6일 3선개헌을 촉구한 박정희의 7월 25일 특
별담화에 대해 박정희의 탁월한 지도력과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의 계속적 수행 을 위해
지지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8월 16일 노총보에 헌법개정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금
지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천명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
711- 714, 이강로, 1996: 424). 또한 1971년 12월 6일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그에 따른 노동운동의 추진을 선언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738- 739; 이강로, 1996: 432).
58) 한국노총의 노조지도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노동귀족으로
간주되었고, 많은 노조지도자들은 사용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힘과 위신을 제
공하는 산업별 노조의 지배를 위해 내부 투쟁에 빠져들었다(이경문, 르뽀, 노동조합 ,
『신동아』, 1969년 3월호, 108- 111; 이강로, 1996: 432). 또 몇몇 노조지도자들은 법에
의해 노동자 월급의 2%를 공제하는 조합비를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기도 하였다.
59) 동아일보, 1970년 2월 4일 p. 3.
노조의 정치활동 요구는 1971년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더욱 본격화되었다. 산하에
정치활동위원회 설치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노조대표 2명을 1971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
당이 공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70년 6월 6일 p.2). 결국, 3공화국에서
노총의 정치참여 시도는 1971년 5월 당시 노총위원장의 공화당 전국구의원 진출로 막을
내렸다(이강로, 1996: 425-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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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조의 정치참여를 법위반으로 강경대처할 것을 선언하였고 공화당도 노조의
정치불허 방침을 입법으로 보완할 것을 표명하였다.60) 특히 정보부에 의해 만들어
진 조직간부 라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조차 그들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에
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직이나 고위 행정직, 비중 있는 자리에 전혀 포섭되지 않았
다(최장집, 1988). 공화당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노조의 정치불허 방침을 내세우
며 조직 노동자들을 배제시킨 것은 이들을 정치권력의 자원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1) 1960년대 집권여당은 아직도 과반수를 넘는 농촌지역의 동원된 지지
를 기반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임혁백, 1994:
377).
이와 같은 억압과 배제 정책은 유신시기와 제 5공화국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작업장의 평화
가 강조되는 가운데 유신체제로의 전환은 보다 강압적인 노동통제 양상으로 나타
났다. 국가차원의 중앙정보부, 경찰, 노동청, 노동위원회와 산업현장에서의 사용자,
근로감독관, 어용노조, 공장장에서 조장으로 연결되는 위계조직과 공단관리사무소,
기숙사사감, 사업장내 새마을팀, 품질관리운동, 공제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산과정에서 경제적 동원화와 정치적 비동원화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단체
교섭에 의한 임금협상 관행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기업풍토가 조성되어 80
년대에 분배 문제가 정치화되도록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이정택, 1987). 같은 맥
락에서 1980년대에는 물가안정화정책의 일완으로 임금인상억제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70년대 말에서 1980년 5. 17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폭
발했던 노동운동을 억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었다.62)
60) 동아일보, 1970년 2월 6일; 이강로, 1996: 425.
61) 이승만 정권의 노동통제는 노조지도자들을 정치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포섭했으나 이것
이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비생산적인 파벌싸움만 낳았다. 이에 대해 박
정희 정권이후에는 해방 후 시기의 좌익지배 노동운동과 파벌주의와 부패로 얼룩진

1950년대의 정치화된 노동운동을 철처하게 탈동원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최장집, 1988).
62) 도시산업선교회, JOC, 여타 지식인 민주노조 등이 노동운동에 가담하자 제 3 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산별노조의 노조설립투쟁 경총건의에 대해서는 기업별 노조체제로
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명동성당 단식투쟁, 신민당사 단식 과 같은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사업장 밖에서의 쟁의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이정택,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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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로 집권하여 이렇다할 대항세력 없이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생존의 위
기를 내세워 산업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국가- 자본의 관계(전장 참
고)와 국가- 노동 관계를 선점한 가운데 한국노총 등을 통해 노동통제 제도화를 시
도한다. 그러나 3, 4, 5 공화국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노조의 정치활동
에 대한 배제, 일방적인 임금인상억제 등 억압 일반이었다.

제 2절 . 국 가 통 제 제 도 화 의 실 패 와 1980년 대 사 회 구 조 의
변화

1. 대항엘리트의 성장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징은 정치적으로는 억압적, 경제적으로는 배제적, 국제적
으로는 예속적인 구조가 얽혀있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유석춘·박병영,
1992).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에 대항할 세력은 당면한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
적 목적을 지니지 않은 도덕적 순수성을 지니며 비판의식과 물리력을 갖추고 있
는 학생집단 밖에 없다(박광주, 1983; 유석춘·박병영, 1992).63) 여기서 대항엘리트
세력으로서 학생집단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학생집단에 초점을 두는 분석은 본 연
구의 대항엘리트 세력의 의미와 일치하므로 본 절에서는 학생집단을 중심으로 대
항엘리트 세력의 성장을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김도종은 한국의 학생운동의 시기별 운동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도주
63)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의 발생원인은 크게 구조적 접근, 역사적 고찰, 심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구조적 접근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누적되기 시작한 사회- 경제적
모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 한국사회내에 학생집단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접근이고(박광주, 1983; 유석춘·박병영, 1992), 역사적 고찰은 다른 권위주의
국가의 학생들처럼 사회적 모순을 방관하지 않는 것은 조선조 성균관 유생들의 집단행
동과 저항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 접근이며(Henderson , 1968; Cumings , 1984; 유영
익, 1987), 심리적 접근은 학생운동의 과격화를 기존 가치관의 부인에 따른 일탈적인 행
위로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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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입장에서 학생운동을 ① 동원화 ② 참여화 ③ 정치화 ④ 제도화로 나눈다.
일제하의 동원화, 해방공간에서의 건국투쟁과정 중의 참여화, 4.19를 시발로 한
1960- 70년대의 정치화, 그리고 80년대 학생들의 이념화와 운동권의 조직화가 이루
어지면서 제도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김도종, 1997 : 14). 이와 같은 단
계 구분은 한국 학생운동의 70년대와 80년대 정치적 역할의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정치화에서 제도화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
다.64)
이에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의 성공/ 실패는 대항엘리트 세력이 성장 혹은 미
약한 이유를 보여준다. 능력주의 제도화는 고등교육(대학교육)인원 통제, 엘리트
충원과 권력계승, 정권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공과 실패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것이 부분적인 성공에서 점차 실패로
향했다고 할 수 있다. 능력에 입각한 엘리트 충원은 관료 집단에 국한되었는데 특
히 경제관료와 이들에 의한 경제발전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엘리트 충원은 지도자의 인맥이 고려된 임명이 많았으
며, 더욱이 후계자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에는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는
외부 인사들을 등용하여 권력계승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였다.65)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 상황에서 학생집단은 대항엘리트로서 국가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경우 이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었다. 전두환 정권의 경우 유신시기를 그
대로 복제한 체제(윤상철, 1997)였다. 따라서 엘리트 충원양상과 사회통제의 방식
은 기존 4공화국 체제에서 변한 것이 없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정권창출과
정에서 상실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던 대학교육 자율화 정책
이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정원 확대정책은 학생집단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국가의 능력주의 실패와 연결되어 학생집단이 사회양심세력
이라는 의식을 확산시켰으며 정당하지 못한 정권을 개혁해야할 변화의 주체세력
64) 이에 대해 김도종은 정치적 자신감이 내재화된 정치화의 상태에서 이념이 행위의 규범
으로 내재화된 이념화의 상태로 변질되었을 때 그 투쟁의 강도와 지속성, 전투성이 크게
증폭되며,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운동을 조직화한다고 본다(김도종, 1993 :53).
65) 다음은 제 1절의 【표 4- 1, 2, 3】을 토대로 국무총리와 장관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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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지배구조를 제도화하
는데 정당성을 상실하자 미래의 엘리트 세력이 대항 엘리트 세력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학정원의 증가로 이들은 국가의 강권력만으로 억압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80년대 운동의 특징은 학생운동의 무차별성의 증가
(김도종, 1997)이라고 할 수 있다.66) 즉, 기존 60- 70년대 일류대학의 인문- 사회(법
학, 정치학, 사회학, 사학)계열 남학생 중심으로 학기 초 라는 정형성에서 벗어나,
학생운동의 전개가 전국 모든 대학의 성차와 전공 구분 없이 모든 학생으로 확대
된 것이다.67) 이는 집권세력에게는 통제 대상과 시기의 무차별적 확대를 의미하므
표 1 > 군사정권～제 5공화국까지의 정치엘리트 의 경력배경 (명, 괄호 안은 %)
*

정치(a) 경제(b)
국무총리

장관
합계

군인

언론

교수

법조

관료(c) 기타(d)

1

3

4

1

1

5

(6.66)
31

(20)
15

(26.66)
101

(6.66)
9

(6.66)
41

22

(33.33)
109

4

(9.33)
32

(4.51)
18

(30.42)
105

(2.71)
10

(12.34)
42

(6.62)
22

(32.83)
114

(1.20)
4

(9.22)

(5.18)

(30.26)

(2.88)

(12.1)

(6.34)

(32.85)

(1.15)

(a)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등

(b) 은행가, 기업가, 상업 등

(c) 장관, 대사, 공무원 등

(d) 의사, 종교가 등

합계
15

332
347

* 연구대상 인원은 동일인물이 정치엘리트직에 반복 충원된 것을 포함한 것이다 .
** 자료 : 앞의 신명순 , 1988 : 61, 강철 , 1992 : 47- 49 자료를 토대로 재구한 것이다 .

국무총리직은 통수권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육성하거나 위기시에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를 배출할 수 있는 요직이다(김병국, 1994). 그런데 한국의 국무총리의 경우 표에
서도 나타나듯이 국무총리직의 59.99%가 정치적 기반이 약한 관료나 교수 혹은 경제인
출신이고, 군부에서도 26.66%가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국무총리직은 권력계승가능성을
가진다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시 대통령을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역
할을 주로 하였다.
66) 학생운동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역사적 유산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
나 학생운동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일류대학이 선도하며 대규모 캠퍼스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둘째, 학생운동가를 보면 주동자들은 인문- 사회학계통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셋째, 참여학생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많다. 넷째, 학생운동은
계절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Altbach , 1967; 김도종, 1997).
67) 대표적인 예로 1982년 3월 18일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부산의 소규모 대학인 고
신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과 이에 반응하여 미국의 존재와 국내 지배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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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억압의 비용을 크게 향상시켰던 것이다. 물론 집권세력은 이를 억압하기 위해
엄청난 인원을 투입했으나 이는 학생시위를 방지했다기 보다 오히려 정권의 취약
성만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여기에 1983년 말부터 제적학생을 복교·복
적시키며, 해직교수의 복직을 허용하고 정치활동 규제를 해제하는 이른바 학원자
율화조치 는 대항엘리트세력이 조직력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다음해 3월부터 이들에 의한 대학별 학원자율화추진위 등이 결성되고 1984년 하
반기에 42개 대학이 참여한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 이 결성된다. 이러한 움직임으
로 1987년에 들어서면서 학생운동은 민족해방(NL )그룹을 중심으로 대중노선에 서
서 학원민주화투쟁 등으로 총학생회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대학간 연합조직을 건
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훗날 6월민주화운동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역
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유석춘·박병영, 1992: 140).

2. 사회계층구조의 변화

지금까지 엘리트에 대한 분석을 보면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 실패로 인해 국
가엘리트와 대항엘리트가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항엘
리트 세력은 사회에 현체제 이외에 대안적인 리더십과 체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1980년대 한국의 사례는 엘리트의 응집력
이 낮아 대항엘리트 세력이 형성되어 【표 2- 1】의 B나 D 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세력의 응집력이 중요
하다. 사회세력의 응집력이 낮다면 비록 국가에 대항하는 엘리트 세력이 강하더라
도 D셀과 같이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되거나 사회가 파편화 될 것이다. 만약 사회
세력의 응집력이 높다면 B셀과 같이 민주화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한국의 사례는 대항엘리트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세력의 응집력이 강해

연계시켜 시위를 벌인 것이 200여명의 강원대 학생들이 4월 22일 벌인 시위라는 점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받아들인 것은 5월 14일 고대 학생들의 반파
쇼 민주 학우 투쟁선언이 처음이었다(한용 외, 1989: 7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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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이룬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사회세력은 왜 응집력이 있었는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과 같이 국가의 위상이 압도적이었을 경우 국가의 사회통
제제도화의 성공/ 실패가 사회세력의 응집력에 영향을 주게된다. 그러나 여기에 영
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한국 사회가 동질적인 사회였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앞 절의 경제영역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는 해방 후 노동자 집단이 사회세
력화 되어 국가에 대항했던 것을 감안하여(최장집, 1988) 1960- 70년대에는 노동자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과 배제로 일관하였다. 여기에 한국사회가 인종적, 문화
적, 언어적으로 동질적이었다는 점은 국가의 억압과 배제라는 통제를 더욱 용이하
게 했다. 사회가 상대적으로 균질적이었다는 것은 공통의 의지(common will)와 비
슷한 사회적 요구(social demand)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집권세력에게
통제대상이 동질적이며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세력은
국가엘리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세력에게 상대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며 지속
적인 억압과 배제의 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사회 전반적인 수준의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변화를 촉진시켜왔다.
인구의 지역적 이동이 증가하고, 사회적 지위의 이동도 이와 동시에 활발해짐에
따라 계층구조의 변화가 촉진되어온 것이 그 좋은 예이다(양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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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 1960- 90 계급구성의 추이

(단위 : %)

1960

1970

1980

1990

중산계급

0.9

1.3

1.8

1.4

신중간계급

6.6

14.2

17.7

19.8

구중간계급

13.0

14.8

20.8

19.8

근로계급

8.9

16.9

22.6

34.7

하류계급

6.6

8.0

5.9

3.8

자영농어민층

40.0

28.0

23.2

14.5

영세농층

24.0

16.7

8.1

6.0

계

100.0

100.0

100.0

100.0

* 홍두승, 1992 : 257.

【표 4- 6】은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계층이동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계
급 및 계층 구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와 이론적 배경에 따라 논란이 있으나,
계층이동이 극심했다는 점과 신중간계급 내지는 중간계층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홍두승, 1983, 1992; 김영모, 1982; 구해근, 1982; 안승국,
1998).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강력하게 형성된 국가권력과 국가주도의 급속한 경
제성장으로 사회구조가 계층적으로는 분화되어가게 했으나, 그 변화가 급심하여
계급적 공속의식은 미약하였다는 것이다(송복, 1997). 따라서 한국의 중산층은 비
교적 뚜렷한 그 나름대로의 생활세계를 가지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체의식 및 현
실인식과 정치의식 등에서 계급적 독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한완상·권태
환·홍두승, 1987: 46; 양춘, 2000). 그렇다면 중간계층의 증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노동자 계층은 국가의 지속적인 억압과 배제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표 4- 7】에서도 나
타나듯이 한국의 중산층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
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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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7】 계층별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응 답 내 용

중산층

크게 발전한 사회

10.0

대체로 발전한 사회

주변적

(단위: %, 명)

비중산층

전체

14.3

20.9

14.9

30.7

34.7

35.2

33.0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사회

58.4

49.4

41.2

50.4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사회

0.9

1.6

2.7

1.7

100.0

100.0

100.0

100.0

(650)

(208)

(550)

(1,409)

계

중산층

* 출처 : 홍두승, 1992 : 272.

【표 4- 7】68)에서 보면 응답자의 50%가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고는 하지만 아
직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
정적 평가를 하는 비율이 비중산층보다는 중산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을 감안할 때 한국의 중산층은 비중산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이며 또한
개혁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양춘, 2000). 이와 같이 다양한 욕구의 증가와 이
에 따른 억압적 통제에 대한 불만의 증가는 국가가 과거와 같이 제도화된 억압적
통제방식을 쓰기 쉽지 않으며 통제형식도 새롭게 해야함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1980년대 초 여당에 대한 선거지지율
하락을 중간계층의 불만증가로 파악했다. 따라서 일찍부터 이들 중간계층의 지지
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중간계층의 경우 이들은 여전히 배
제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1985년 2·12 총
선이라고 할 수 있다. 2·12 총선에서 신생야당인 신민당의 약진과 이들에 대한
지지가 20～30대의 도신 중간계층에서 급증했다는 분석(최장집, 1989; 김성준,
1990; 윤상철, 1997)은 중산층의 불만이 증가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68) 홍두승의 연구는 1990년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시기인 1980년대 중반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나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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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에 2·12 총선 이후 전정권은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69)을 내놓게
되나 앞으로 다가올 대선이 간접선출방식이라는 점은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정치
적 과정에서 중간계층이 여전히 배제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종족이나 문화, 언어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균열구조가 없었던 한국은
국가에게는 균열선을 따른 포용과 배제라는 차별적인 통제가 아닌 국가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세력을 억압과 배제하는 통제방법을 취하게 했고, 반대로 사회세력은
모두가 배제되고 억압되는 상황이 되게 하였다. 이는 국가가 사회에 대해 정당성
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정당성이 취약해지는 경우 사회의
모든 세력이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종족이나 계급집단간
의 정치적 경쟁관계가 미약한 상황으로 국가는 억압적 통제방식을 취했으나 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욕구증가는 국가가 더 이상 혜택을 주는 대상이 아니게 했으
며 여기에 지속적인 억압통제는 국가 정당성의 취약성을 가져와 결국 국가에 의
존하기 보다 참여를 통해 스스로 보호하길 원하게 되어 참여욕구(empow erment )
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제 3절 . 국 가 정 당 성 위 기 의 성 격 과 변 동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의 실패에 따른 대항엘리트 세력의 성장과 사회계층구
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기존의 제도화된 억압적 통제는 국가 엘리트를 제외
한 모든 세력이 국가에 대항하게끔 하였다. 이것은 결국 국가정당성 위기로 이어
졌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국가정당성 위기의
구체적인 성격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 이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69) 소위 중산층 육성 정책 이 그것이다. 이 정책은 기존의 중산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과 하위계층이 중산층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전
자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의 향상, 주거생활의 안정화 그리고 학력의 향상 등이 고려되고,
후자를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확대, 국민연금제의 실시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고려되
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에는 중산층가구를 1984년의 41% 수준에서 72%까지 끌어올리
려고 하고 있다(양춘, 2000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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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당성 위기의 성격

모든 정권의 성립과 유지는 정당화에 기초한다고 볼 때, 전두환 정권처럼 정당
성위기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던 정권도 드물었다고 할 것이다(양길현,
1996). 12.12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범이라는 점과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점으로 전두환 정권은 정권 출범당시부터 정당성이 결여되어있었다. 이것이 의미
하는 것은 박정희식 권력계승 혹은 집권연장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정권의 3공화국의 경우 5·16 쿠데타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었다는 점70) , 국민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당시 최대과제였던 절대빈곤 탈
출 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전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았
었다(Lim , 1985; Yen, 1990).71) 즉, 박정권의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창출되었
다가 능력주의 제도화의 실패로(구체적으로 엘리트 충원과 권력계승제도화의 실
패) 박정희 암살로 마감된 경우이지만 전두환 정권의 경우 출범자체가 간선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통령 자신이 7년 단임 을 지속적으로 명백히 했다는 점72)에
서 차기 정권에 대한 엘리트와 사회로부터 받는 압력이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정권이 시도한 것은 능력에 입각한 정권의 제도화와 거리가 멀었다.
70) 5·16쿠데타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정치적 위기로 인한 거의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던 (김영명, 1993 : 237) 점에서 12·12쿠데타와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이는
5·16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2·12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당성
확보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1) 1966년에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경제발전에 대한 정부의 이데올로기의 조작과 그
결과로서 나타난 민주주의 이념의 주변화에 대해 가장 비판적일 수 있었던 지식인조차
도 발전주의의 성향을 드러내었다. 한국의 실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근대화의
개념으로 약 30%가 공업화 내지 산업화를 지적했고, 약 23%가 생활수준의 향상을 택했
다. 그리고 겨우 5.94%만이 정치제도의 민주화를 꼽았다(홍승직, 1972:161). 더욱 놀라운
것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희생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약
60%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는 것이다(윗책: 176). 조사결과는 민주주의보다
는 경제발전에 대한 지식인의 가치선호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박선웅, 1988).
72) 전두환은 취임사에서 7년후 평화적 정권이양을 약속했으며(Yen , 1990), 1984년도 국정
연설에서도 제 5공화국의 탄생은 정권연장을 위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집권자와
이에 맞서 또 다른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반대자간의 양극대립으로 인한 만성적인 혼
란과 위기 ⋯ 악순환을 단절하는 데 있다 고 말하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단임의 실
천을 재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사 편, 『동아연감 1984』, 1984, p.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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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제 1절에서 언급했듯이 전정권의 정치엘리트의 충원은 여전히 정치적인 능
력보다는 지도자의 인맥과 후원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내각
의 장·차관직은 이와 같은 인사가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2·12 총선직후 신민당
의 약진한 것에 대해 전정권은 오히려 내각개편을 통해 군출신과 측근을 등용하
였다. 즉, 장세동 안기부장(전비서실장), 박세직 총부처장관(전 수경사령관 및 안기
부차장) 등 군출신 6명과 노신영 국무총리(전 안기부장), 이규호 비서실장(유임),
손제석 문교장관 등 군출신 및 강경파들을 대거 입각시킨 것이다. 싱가포르 사례
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으나, 이는 대학 성적이라는 명백한 학업성적에 의해 충
원된 엘리트들이 각종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두각을 나타내면 장관직에 임명
되고 이들에 의해 후계그룹이 형성되어 권력계승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후 다시
이들이 선거에서 검증 받는 경우와 명백히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경
우 능력에 입각한 정치엘리트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트간의 능력 경쟁
에 의해 최고의 후계자 그룹으로 부상하는 정권의 제도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
욱이 7년 단임제 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계그룹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었으
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정권에게 있어서 후계그룹의 형성은 엘리트와
국민들에게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그리고 물론 이때 후보자의 성격은 집권과정에서 도덕성을 상실한 5공과는
무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전정권에서 내세운 후보자인 노태우는 정치적 혹은
행정적 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데다가 쿠데타의 주도적인 세력이었으며 그가 등장
하기 시작한 것도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이미 폭발직전에 있었던 1987년 무렵이
었다.
한편 정권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권의 효용성 내지는 투명
성, 청렴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정권의 경우 이것도 실패했다고 할 수 있
다. 【표 4- 8】에서 보면 전두환 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부정부패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정치적 청렴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전정권이 출범한 직후
인 1981년 박세직 소장이 청탁 및 월권행위로 예편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박세직
은 전대통령이 집권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수도보안사령관을 맡을 정도로 전두
환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으나(안기부차장 및 2·12 개각으로 총무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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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냄) 청탁 및 월권행위에 연류되어 초반부터 전정권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계
기가 된다. 이후 1982년 5월에 터진 장영자·이철희 부부의 금융사기사건에 대통
령부인 이순자의 삼촌인 이규광이 연루되어 구속되면서 전두환대통령의 친인척의
부정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자 그 파장은 집권세력의 전반적인 도덕성을 심
각하게 훼손시켰다. 여기에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묘지 폭파사건과 그 처리과
정은 전정권의 정치·외교 능력에 대해 크게 의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석준부총
리 등 고위 관리 17명이 사망하고 전두환 자신도 사망했을지도 모른 사건을 사전
에 예방하지 못한 것은 차지하고라도 어떤 형태의 가시적인 사후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북한 언성만 높이는 대응에 대해 전정권은 국민들로부터 그 효용
성을 상실해갔으며 정치과정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은 극에 달해갔던 것이다(양길
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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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8】 연도별 고위층의 주요 부정사건
사 건 내 용
박세직 소장
청탁- 월권행
위 사건

박소장의 해임사유는 육사동기생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모 국책은행에 50
만달러의 융자를 부탁한것을 비롯, 관계장관 청장들에게 사업협조를 청탁
하는 본분이탈행위를 한 때문으로 발표됐다.

(1981년 8월)

건국이래 최대사건' 으로 불릴 만큼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은
규모나 여파가 엄청났다. 유통어음합계 7천1백11억원. 이로인해 혼란해진
이- 장부부
어음사기
(1982년 5월)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혁명' 으로 일컬어지는 6.28조치가 단행됐
고, 실명제파동으로 이어졌다. 이** 전관업진흥공사사장, 변** 전공영토건
회장, 주**전일신제강회장, 임** 전조흥은행장, 공** 전상업은행장 등의 고
위층이 대거 관련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여당의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법무
장관이 두 번이나 바뀌는 등 정치적 회오리도 몰고 왔다. 이- 장부부는 1- 2
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 받았다.

상은 혜화동지점 김동겸 대리가 사채예금주들의 돈 1천66억원을 명성그룹
대형금융부정
사건
(1983년)

김철호회장에게 제공했음이 밝혀졌다. 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윤자중
전 교통부장관을 포함, 21명이 구속됐다.

또 조흥은 중앙지점직원들이 영

동개발진흥에 1천19억원의 어음부정보증을 해주어 영동의 이복례 회장 부
자와 이헌승 조흥은행장등 29명이 구속됐다.

대구의 광명그룹도 5백67억

원의 은행빚을 지고 도산했다.

정래혁
축재파문
(1984년)

범양상선
부정사건
(1986년 4월)

민정당 대표위원 정래혁씨의 축재문제가 문형태씨측의 투서로 사회문제화
되어

정씨가 공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8월 11일 정씨가 1

백70억원의 재산중 54억원을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1개월 17일만에 간신히
수습됐다.

휴일이었던 4월 19일 하오 국내 해운업계 선두주자인 범양사건은 숱한 의
혹속에 충격과 파문을 남긴 사건이었다. 1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짊어지고
도 1천8백여만달러를 해외도피한 사실이 밝혀지자 재벌의 비리에 대한 비
난의 여론이 빗발쳐 5.26개각의 원인이 되기도했다.

* 자료 : 조선일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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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월 항 쟁

1980년대 중반 한국사회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의 실패로 대항
엘리트 세력이 조직화 및 제도화되어갔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제도화된 억압적
통제로 사회의 불만이 응축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87년
일련의 촉발요인들은 대항엘리트와 사회세력이 모두 국가에 대항세력이 되게끔
하였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 4·13 호헌조치 - 이한열 사망 으로 이어지는 일
련의 사건들은 대항엘리트와 사회세력을 국가에 대항하는 하나의 쟁점으로 묶어
주었던 것이다.
1987년 연초에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으로 2·7 추도대회 와 3·3 고문추방
민주화국민평화대행진 으로 이어지면서 전정권은 광범위한 분노의 대상이 되었으
며, 학생집단과 사회세력은 국민추도대회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으로 2·7대회와 3·3대회는 전국민적인
동원을 이룩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정권의 4·13 호헌조치 는 개
헌논의 유보, 현행헌법을 통한 정부이양, 대통령선거의 연내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선출을 열망하였던 국민들을 정치적 과정에서
명백하게 배제시키는 선언이었다. 직선제에 대한 열망은 전정권의 개헌유보 조치
이후 등장하게 되는 대항세력들의 시국선언과 강력한 저항 속에서 드러난다. 대한
변협은 같은 날 즉각 반박성명을 냈고73), 다음 날 김수한 추기경은 개헌의 꿈이
깨져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 주었다 는 부활절메시지로 카톨릭교회의 입장을 대면
하였으며, 이밖에도 약 2달여 동안 종교계, 언론·출판계, 예술계, 문학계, 학계, 여
성계, 의료계, 민중운동권 등 사회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호헌조치를 철회하고 개헌
을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졌다.74)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5월 18일에 명동성당의
73) 개헌 그 자체는 이미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 이상 어느 누구도 중지할 수 없
다...최종 순간까지 여- 야 정치인인 인내와 성의를 갖고 개헌작업을 완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주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1987년 4월 14일 11면.
74) 4·13 호헌 조치 이후 시국선언은 치안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6월 25일까
지 모두 82개 대학 및 단체의 교수회원 등 5,246명에 이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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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신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 축소은폐되었다
는 성명이 발표되고, 이것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되자 5월 27일 민주헌법재취국민운
동본부 가 발족되었다. 국민운동본부는 대항엘리트세력과 사회세력이 명실상부한
목표와 조직력을 갖추고 전정권에 대항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을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및 호헌철폐 규탄대회 로 정하고 저항을 시도
하나, 전정권은 다시 억압적 저지를 시도한다. 시위전날인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이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이 되자, 이는 전국민의 불만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
었으며 국민운동본부가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 로 정하여 전국의 주요 대도
시에서 최루탄추방대회를 열자 전국 16개 지역에서 50여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민주화 항쟁은 절정기를 맞게 된다.

1987년 6월항쟁 이외에도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민주화를 요
구한 시위는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위는 국민들의 호응이 없는 대항 엘리트
만의 시위이거나 대중들의 무정형적인 저항에 그쳐 체제변동을 이끌어내지 못했
다.
그렇다면 본 연구와 관련하여 6월항쟁의 의의는 무엇인가?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변동에서 대항엘리트 세력은 사회에 대해 대안적인 리더
십이 됨과 동시에 대안적인 정치체제의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국
가의 잘못에 따른 불만이 증가할 경우 대항엘리트들의 비판의식과 물리력 그리고
이들에 의한 대안제시는 사회에게 저항(v oic e )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항엘리트 세력이 양적, 조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국가의 통제 방식에 영
향을 받는다. 전정권의 능력주의 실패는 미래의 엘리트 세력이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권위주의체제에서 사회세력이 국
가에 대항하여 응집력을 보이는 것은 변동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
세력의 응집력은 앞절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통제방식, 동질적인/ 이질적인 사회
48개 대학 1,519명, 34개 사회단체회원 4,136명이며, 사회단체회원의 구성은 전·현직 국
회의원, 변호사, 목사, 영화연극인, 가수, 미술인, 의사, 약사, 한의사, 음악인, 문인, 간호
원, 초·중·고교 교사 등 중간계층의 주요 집단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일보,
1987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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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한국에서 소위

‘
넥타이부대’로 상징되는 중산층의 등장이 서로 엇물리며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6월항쟁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6월항쟁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20 여일 동안 시위가 지속되었던 것의
이면에는 학생집단의 조직력과 국민운동본부의 직선에 의한 대통령선출 이라는
대안체제 제시가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이것이 전국적인 호응을 얻
은 이면에는 뚜렷한 종족, 계층집단간의 균열선이 없었다는 점과 전국민이 정치과
정에서 억압과 배제되는 데 분노했다는 점이다. 결국 권위주의 체제에서 대항 엘리
트세력의 존재와 사회세력의 응집력이 권위주의 체제의 변동을 이끌어내는데 중
요하다는 것을 6월항쟁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 4절 . 소 결
3장에서 한국의 사례는 독립 후 엘리트 세력과 사회가 모두 분열되어【표 21】의 교차표에서 셀 D 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박정희
시기와 전두환 시기를 거치면서 변동하였다.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집권한 국가엘리트들은 정치와 사회의 통제를 제도
화하려고 시도한다. 정치영역에서는 능력주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능
력주의가 시도된 영역이 관료엘리트 충원에만 국한되었다.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능력에 관계없이 박정희와 전두환의 권력기반이었던 군부에서 충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정권의 경우 출범당시부터 취약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보
다는 오히려 군부와 측근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점차 능력에 의한 관료의 충원을
줄이고 엘리트 충원은 지도자의 인맥이 고려된 임명이 많았다. 더욱이 ‘7년 단임
제’를 약속하였으나 권력계승의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후계자의 자리라
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에는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는 외부 인사들을 등용하여
권력계승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였다. 전문성이 떨어지며 지도자의 후원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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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장한 인사들은 정책의 실패와 부패에 연류되어 정권의 정당성을 위기상황
으로 몰고 가게 된다. 여기에 고등교육자들의 수적 증가- 특히 80년대 초반 대학생
의 수적 증가- 는 이들이 하나의 대항엘리트들로 성장하는 구조적 조건이 된다. 이
렇게 볼 때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엘리트들 사이의 응집력은 낮아 【표 2- 1】의
B 나 D 셀에 해당된다.
한편 국가는 사회영역 통제의 제도화를 시도한다. 한국의 국가가 시도한 것은
억압과 배제였다. 사회구조가 동질적이었다는 것은 사회세력의 요구 수준과 불만
이 비교적 동질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국가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
고75) 국가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세력을 억압과 배제의 전략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비교적 동질적이었다는 점과 국가가 모든 세력을 억압, 배제했다는
것은 거꾸로 억압과 배제된 모든 세력이 국가를 상대로 대항하는 응집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사회수준의 향상은 욕구
수준이 점차 다양해지며 더 이상 국가의 제도화된 억압통제가 통하지 않게 됨을
의미하고 더욱이 정치영역 제도화의 실패로 정당성이 낮아지자 앞에서도 언급했
듯이 모든 사회가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응집력을 보이게 된다.
결국 한국의 사례는 국가에 대항하는 엘리트 세력이 존재하고 사회세력이 높
은 응집성을 갖는 셀 B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독립 후 셀 D
에서 박정희시기에 셀 C로 이동했다가 이것이 전두환 시기에 셀 B로 이동하여 민
주화를 이룬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9) 여기서 별다르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종족집단이나 계급집단간의 구별이 뚜렷
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해 차별적인 억압과 포용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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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싱가포르
제 1절 . 국 가 의 사 회 통 제 정 책
1959년 리콴유와 PAP가 집권했을 당시 싱가포르는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였다. 사회는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력이 조직화되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특히 싱가포르 중국사회와 연계된 좌익공산세력은 PAP내부에서도 리콴유
그룹에게도 위협적인 세력이었다. 말레이시아 통합문제로 급진 좌파세력과의 첨예
한 의견대립은 결국 좌파의원 13명이 사회주의 전선(Barisan Sosialis )을 설립하는
데 이르렀다. 이로 인해 당원의 70퍼센트를 빼앗긴 리콴유와 PAP는 새로운 정치
적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권력계승과 엘리트 충원의 제도화

우선 리콴유와 PAP는 관료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초기
관료사회는 도로와 통신시설의 확충과 같은 경제영역의 수동적인 역할 함께 법과
질서 만을 강조하며 단지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자유방임주의정책을 고양시키는 역
할만 수행하였다(Seah, 1971; Lee, 1976, 1990). PAP 정부는 국가 건설과 산업화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료의 재편성을 구상하였다. PAP는

정치연구센터(a

political study center )'를 설립하여 관료들이 싱가포르의 발전에 대한 숙지와 함
께 PAP의 정책에 동조적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위원회(the

Public Service Commis sion )'를 통해 공무원들의 승진과 채용에 냉혹하리만큼 업
적을 강조하였다(Milne and Mauzy , 1990: 82). 연공(seniority )보다는 업적(m erit )
을 강조했으며, 정부는 비록 PAP와의 관계는 돈독하게 하길 바랬으나 개인적 특
혜는 없었다. 특히 관료엘리트들은 철저하게 능력에 의해 충원되었다.
싱가포르의 능력에 따른 관료엘리트들의 충원방식은 고등교육자 통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싱가포르 고등교육 인원통제는 한국과 같이 단순히 대학입학 정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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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상위교육기관으로 갈수록 차츰 그
인원수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입학 가능한 인원수를 줄여 가는 것이다.76) 싱가포르
고등교육 기관은 6개에 불과하고, 그중 종합대학은 싱가포르 국립대학 한 곳이
다.77) 이로써 고등교육자 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싱가포르 국립종합
대학 학생들은 최고의 엘리트 대우를 받는다.

76) 싱가포르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철저한 능력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시험을 거쳐 3그룹으로 나뉜다. 제 1그룹은 2개 국어를 배우며 6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2그룹은 2개 국어를 배우며 8년에 졸업하고, 제 3그룹은 1개
국어를 배우며 8년에 졸업한다. 중학교에 가서도 특수·고속과정과 보통과정으로 나뉜
다. 특수·고속과정은 4년 수학 후 GCE O Lev el 시험을 보고, 보통과정은 4년 후 GCE
N Lev el 시험을 보며 이중 우수한 학생들에겐 1년을 더 이수한 수 GCE O Lev el 시험
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 GCE N Lev el 이수자에게는 직업·기술교육학원이나 도제과정
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케 된다. 중등교육 이수 후 GCE O Lev el 성적과 취향에 따라
전문학교 디플로마 과정이나 주니어 컬리지·센트럴라이즈드 인스티튜션으로 진학한다.
전자는 주로 전문기술배양을 위한 과정이며 후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들
이수 후 GCE A Lev el 시험을 보며, 그 성적에 따라 일부는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
하고 일부는 디플로마를 수여 받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위
다시 한번의 도전 등의 기회가 거의 없으며 대기만성이라는 용어 또한 필요치 않다(별
첨 1> 싱가포르의 교육체계 (1992- )참고).
여기서 GCE Lev el이란 영국식 시스템으로 켐브리지 대학에서 시험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고등학교 과정 이수시험제도로 General Common Entrance(GCE) Ordinary Lev el(O
Lev el) 과 Adv anced Lev el(A lev el)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학생들은 영국과 전세계 영국식
학교제도로 운영되는 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DeGlopper , 1991).
77) 이 밖에도 난양 공과대학(Nany ang T echnological Institute), 싱가포르 과학기술 전문대
학(Singapore P olytechnic Institute), 니안 과학기술 전문학교(Ngee Ann P olytechnic),
사범대학(the Institute of Education ), 체육교육 대학(the College of Phy sical Education )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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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주요국의 인구 만명당 고등 교육 기관 재학자수

* 자료 : 강무섭, 1986. 『고등교육 정원정책 연구』

림 1 > 에서 보면 싱가포르의 인구 만명당 고등교육기관 재학자수는 여타 국
가들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
율을 나타내며, 싱가포르의 2.5배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의 경우 여
타의 국가들에 비해서 고등교육자들의 인구비율이 적은 것이다.
싱가포르의 고급 공무원은 이들 고등교육자들로부터 채워진다. 정부는 공무원
위원회(the Public Service Commission )' 를 통해 이들 중 성적 우수자에게 일찌감
치 장학금을 주며, 해외 유학생 중에서도 졸업 후 공무원이 된다는 조건하에 장학
금을 지급한다. 다음 【표 5- 1】을 보면 싱가포르의 고등 공무원의 채용 기준과
급여수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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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싱가포르 공무원의 채용과 급여 기준
부

직 급
4급

5급

(단위 : 싱가포르 달러)

기 준
대학 성적 우수자
(최소한 상위 2위 이내)
대학 성적 우수자/ 일반 학위 소유자

임 금
$ 2,498 - $ 4,538

$ 1,900 - $ 3,530

재정부
(Management Support Office r) :
6급

4급
5급
외무부
6급

폴리테크닉 학위소지자
(Corporate Support Officer) : N Leve l ~
A Leve l 소지자에 따라 다름
대학 성적 우수자
·
폴리테크닉 학위소지자(영어와 수학
혹은 업무기술 중에서 ITE 자격증을

$ 1,497 - $ 2,233
$ 1,030 - $ 1,610
$ 2,698 - $3,107
·
$ 1,497 - $ 1,707

소지하며, 최소한 GCE O leve l 소지자)
* 2001년 10월 기준 재정부와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것을 기준

【표 5- 1】78)에서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 고급 공무원은 한국과 같은 행정고
시를 통해 충원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학위 소지와 대학 성적이 채용기준이 되는
것이다. 종합대학은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 한 곳이고 이곳의 학부 재학인원은
1987년 기준으로 13,238명은 밖에 되지 않으며 이중에서도 졸업성적이 상위 2위안
에 드는 최우수 성적(a Good Honours Degree at least 2nd Upper ) 의 소지자는
불과 몇 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졸업성적 자체가 공무원의 채용기준
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임금은 해당인사가 사기업에서 받는
정도(대개 사기업 임금의 110% 정도)의 임금과 함께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한
다.79) 이에 따라 싱가포르 대학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중 우등생들의 대다수
78) 본표는 2001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구체적인 임금액수 등은 본 논문의 분석
시기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1965년 독립이후부터 공무원 채용방식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과 기준으로 채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참고자료로서 무리가 없을 듯 보인다.
79) 재정부 4급 공무원의 복지혜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항목은 비슷하다.
토요 격무제/ 휴가 : 21일/ 결혼휴가 : 3일/ 출산휴가(여) : 56일 (남): 3일/ 병가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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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흡수된다.80) 새롭게 충원된 고위직 인원들은 발전지향적 정
부기관(statutory boards )에서 실질적인 책임지며 산업발전이나 주택 건설 계획 등
에 투입된다(DeGlopper, 1991: 116).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인원들의 경우 한 부서
에서 근무하기 보다 2- 3년마다 근무 부서를 바꾸어 국가경영 능력을 쌓아가며, 이
과정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인원들은 장차관 등 국가 지도자들로 발탁된다는
것이다.

PAP의 정치엘리트 충원은 바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특징은
능력있는 관료의 탁월함이 아니라, 능력주의가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까지 확대
된다는 것이다(Vogel, 1989: 1052). 싱가포르에서 리콴유와 그의 오른팔인 고컹쉬
는 실력사회를 신봉하는 사람들로서, 정당에서 일하려는 정치지망생들도 대학졸업
생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였다(보겔, 1993: 117). PAP가 계속적으
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PAP의 당 조직 구조의 특성과 젊고
유능한 테크노크라트들을 정치제도로 유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Yen , 1990:
250). PAP의 당 구조는 유능한 테크노크라트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정치엘리
트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PAP의 당 구조는 대만의 국민당
(KMT )과 비슷한 레닌주의 당 구조를 갖는다. 당의 수뇌부에는 대만 국민당의 중
앙

상임

위원회(the

Central

St anding

Committ ee), 여타

공산당의

정치국

(politburo)과 같이 중앙 집행 위원회(Central Ex ecutive Committee :CEC)라는 당
Hospitalisation : 60일/ 의료보조금 : 1% 추가/ 외래진료와 치과 진료 보조금/ 주택구입/ 보
수, 자동차, 컴퓨터 대부/ 정부 방갈로 이용/ Group Insurance Scheme/ 공무원 클럽 멤버
쉽/ 장기근무수당/ 대표수당(의전관리에 해당)/ 어학 수당(세 번째 언어)/ 추가면세혜택(해
외근무)/ 해외 생활 수당/ 정부지불 숙소/ 시설(Inst allation )수당/ Outfit Allow ance/ 어학
수당/ 자녀 교육보조 수당/ Mid- term Return P ass age to Singapore/ Reunion Passage for
Spouse and Children/ Relief P assage for Hardship and Extreme Hardship Posts/ Gr oup
T rav eller ' s Insurance for Air P ages/ 14 Days Casual Leav e Before and Aft er P osting .
80) 리콴유는 탁월한 인재들이 행정요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의대에는 단순히 우
수한(merely good")인재들만 선발하도록 촉구하였다고 알려져있다(Vogel, 1989: 1053).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가장 우수한 대학생들이 관료가 되었기 때문에 졸업 후 직접 민간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의 대학성적을 별로 뛰어나지 않았다(보겔, 199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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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정책결정부가 있다. CEC의 멤버는 2년에 한번 열리는 당 정기 회의에서 선
출된다. 대만 국민당의 CSC가 1950년대 대략 12명에서 1980년대 30명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싱가포르의 PAP의 CEC의 멤버는 11- 14명으로 지속적인 안정적 규모
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적정한 CEC의 규모는 정책 토론과 의사결정에 알
맞은 수이고, 이는 이론상 당 관리에 적정한 책임인원이라고 할 수 있다(C. L.
Pang, 1971: 24; Yen, 1990). 대부분의 CEC의 멤버는 내각의 장관직을 겸임한 내
각 의원들이다. 대다수 CE C 멤버의 내각 겸직(14명 중 13명)과 PAP 당의 장기집
권은 권력의 중심을 CEC에서 내각으로 이동하게 했다(H. C. Chan, 1985b : 160;
Yen , 1990). 즉, 테크노크라트들의 내각 진출은 단순히 이들이 정치의 도구로 이용
되는 것이 아니라 PAP내의 권력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권력계승
의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PAP의 정치엘리트 충원은 공무원 중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인원들이나 전문직
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인사들 중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잘
교육받고 충분한 능력을 지니며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30대의 기술관
료 혹은 전문직에서 충원되어(Mauzy and Milne, 1990: 115) 장차관으로 임명되거
나 PAP 의원 후보자로 선정된다. 후보자들은 인기보다(v ot e getter ) 행정 잠재력
(minist erial pot ential)에 의해 선발된다. 후보자 선발과정은 다단계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인터뷰, 지적능력, 감정적 안정성, 성실성, 정직성, 충성심과 같은 전반적
인 적합성이 포함된다(Milne and Mauzy , 1990).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잘 교육받고 행정적인 잠재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즉,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
준은 학업 능력과 대학에서의 시험 성적이다(Vogel, 1989: 1053). 이렇게 하여 선
발된 인원은 끊임없이 의회에 진출했으며, 1968년과 1988년 사이의 총선과 보궐선
거에서는 총 109명이 새롭게 PAP 후보로 나왔다. 1976년 이전에 충원된 인원은
대부분 전문직이나 테크노크라트, 교수 출신이었으나, 중요한 행정적 책임이 없는
평의원(backbench )들이었다. 그러나 1976년 이후에는 비슷한 배경에서 충원된 이
들이 내각 주요 장관직에서 완전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Shee,
1983: 186- 187; Yen, 1990: 253). 리콴유를 제외한 제 1세대들은 1976년 이후에는
서서히 정치와 관직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고겅쉬(Dr . Goh Keng Sw ee)는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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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당직을 사임했고, 1984년에는 내각에서 물러났다. 토진체(Dr. T oh Chin Chye)
또한 1980년에 사반세기 동안 차지했던 당 의장직을 사임했고, 1982년에는 CEC에
서 완전히 물러났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제 2세대
그룹은 처음에는 당과 정부의 하급 멤버(junior m ember )로 시작했다. CEC에서 이
들의 수는 1979년 4명에서 1982년 8명, 1986년에는 11명으로 증가했다. 내각에서의
비율도 1985년 전체 75%까지 증가했으며,81) 1988년 총선 이후에는 90%이상으로
증가했다(Yen , 1990: 253). PAP는 아래로부터 젊고 유능한 엘리트들의 충원으로
당과 정부에 활력과 신선함을 가져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 권력계승을 제도화시킨다.
싱가포르의 능력주의는 권력 계승에도 적용된다. 한국에서 역대 권위주의 정권
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단명으로 끝난 이유가 기본적으로 권력 계승의
제도화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보는 주장(한배호, 1994)은 역으로 싱가포르에서 권
력 계승을 제도화함으로써 유지해나가는 모습으로 상정할 수 있다. 리콴유는 집권
초기부터 계승문제에 심혈을 기울였다(Milne & Mauzy ). 기본적으로 리콴유의 후
계구도는 자신과 리그룹의 형태를 계승하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의 리더와 이를 보
좌하는 최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국가와 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최측근 그룹은
정책입안자(idea man ), 문제 조정자, 내각 조정자, 홍보자, 의회에서의 토론자, 대
중 동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룹 상호간에는 긴밀한 유대감과 집합적 책임의식을
갖고, 동시에 리더에 대해서는 충성을 갖고 보좌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유입된 인재들은 2- 3년마다 근무 부서를 바꾸어 국가경
영 능력을 쌓아가며, 이 과정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인원들이 장·차관 등 국가
지도자들로 발탁된다. 이렇게 선발된 그룹이 소위

제 2세대 그룹(the second

generation group/ the successor group) 이라고 할 수 있다.82) 이들은 1980년 25
차 PAP 연례 회의에서 리콴유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명되었다. 리더는 연례회의에
81) 1984 총선에서 PAP가 차지한 77석 중(전체 79석) 37석이 신진 의원이었고, 이들은 모
두 1980년 이후에 정치에 등장한 인물들이었다(Chan Heng Hee, 1993: 236).
82) 그룹은 Goh Chok T ong , T ony T an , Ong T eng Cheng , S . Dhan abalan , and Ahm ad
Matter , Yeo Ning Hon g , S . Jayakum ar 이며 일명 group of sev en ' 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

- 74 -

서 2세대 그룹이 공식적으로 거명된 후, 2세대 그룹 내부의 경쟁을 통해 동료들로
부터 그 자질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그가 바로 고촉통 현 총리이다. 제 2세
대 그룹은 리콴유와 리그룹에 의해 후원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2세대 그룹의 다나바란(S . Dhanabalan )과 고촉통(Goh Chok T ong )은 경제학
자, 토니 탄(T ony T an )은 응용수학자, 옹테청(Ong T eng Cheong )과 아마드 마터
(Ahm ad Matt er )는 건축가 출신으로 이들은 전형적인 테크노크라트들이다. 그러나
대만과 한국의 테크노크라트들과 싱가포르 엘리트들이 다른 것은 모두 의회민주
주의의 정기적인 선거에 응해야 하는 승인된 정치인(proven politicians )' 들이라는
것이다(Yen, 1990). 즉, 이들은 관료엘리트와 정치엘리트의 충원과정을 통해 제 2
세대의 리더 그룹으로 부상하긴 했으나, 이들을 다시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통해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야한
다는 것이다. PAP가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은 다음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경제영역에의 억압과 복지정책

싱가포르의 경제 영역은 국가- 노동의 이항 축으로 구성된다. 국내 자본가 세력
의 미약으로 국가기업 이 자본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와 노동
은 미래에 대한 서로간의 이념과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정책적 수단들의 차
이가 거의 없어 보인다.83) 그러나 국가와 노조와의 관계는 국가형성시기부터 이와
같았던 것은 아니다.84) 실업 및 잠재실업이 높았던 1970년대 이전에는 노동분쟁이

83) 다국적 석유회사인 싱가포르 쉘(Singapore Shell)사 노조 위원장은
본적으로 동일한 시각을 공유한다 고 지적하였다(박준식, 1997).
84) 싱가포르 노동분쟁 상황
기 간

노동쟁의 건수

40- 50년대

38

노동손실 연일수
238,000

60년대

39

146,000

* 자료원 : 국가임금 위원회 1996년 자료 . (조윤수, 1998: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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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노조는 근

빈번하였으며 임금수준도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힘겨루기에 따라 매년 갱신되는 상황이었다(조윤수, 1998).85) 더욱이 독립 초
기 토착자본의 부재와 생존의 위기로 외자유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외자유치와 기
업경영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 국가개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초기
국가에 의한 노동정책은 억압적 성격이 강하였다.
억압정책의 일환으로 좌익계 노조의 해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리콴유 집
권 후 PAP정부는 독립 전에 이미 3만여 명을 대표하는 30개의 좌익계 산별노조
를 해산시켰으며, 1961년 PAP와 사회주의전선(Barisan Socialis )의 분리로 노조운
동도 친 PAP의 싱가포르 노동 조합 위원회(Singapore T rade Union Congress :
ST UC, NT UC의 전신)과 친 사회주의전선의 싱가포르 노동조합 연합(Singapore
A ssociation of T rade Union : SAT U )으로 분리되자, SAT U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
다. 1960년대 초 SAT U 조합원들의 등록을 취소시켰고 이들에 대한 기금은 가압
류시켰다(Rosa, 1990). 1966년 30개의 친사회주의전선의 노조가 존재했으나, 이들
간의 관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ISA에 의해 수감되
었다. 대신에

친PAP적인

PAP는

ST UC를

전국노동조합회(NT UC: National

T rader s Union Congress )로 개편하여 이를 후원하였다. 60년대 말에는 노동자들
의 요구를 다루기 위해서는 NT UC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Deyo, 1989: 129;
Wilkinson , 1994: 72).86)
다음으로,

PAP정부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고용법(the

Employm ent Bill, 1968)과 산업관계법(the Industrial Relations Act )을 제정하였다.

85) 1960년대 싱가포르의 주요경제지표
구분/ 년도

1961

1961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경제성장률

8.5

7.1

10.5

- 4.3

6.6

10.6

13.0

14.3

13.4

실업율

-

-

-

-

8.7

8.7

8.1

7.3

6.7

표 1 > 자료 : 싱가포르 통계청, Yearbook of Stat ist ics Singapore, 각호 (단위: %)
86) 1963년에는 조직화된 노동자의 64%가 NT UC의 가입원이었으며, PAP가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확대하고 국민국가 건설 프로그램(nation building progr amme)의 일환으로 노동
운동을 포용하려하자 NT UC의 가입원은 1979년 조직화된 노동자의 95%를 확보하게 되
었다(Leggett , 1988; Wilkin son , 199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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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의 목적은

작업조건 변화를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며, 특히

파업권과 보너스 협상권을 제한하기 위한 (H . C. Chan , 1985a : 77; Yen, 1990:
260)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비절약에 따른 이익, 일과 후 노동에 대한 초과수당, 보
너스, 출산휴가, 상여금을 줄이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고용주 모두는 법에 규정된
이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되었다. 노사관계법은 집단 협상, 중재,
노동부의 권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승진, 이직, 신규채용, 해고, 복직, 의무배
당 등을 경영에 전권 위임하는 내용이다. 전자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축소시켰고 후자는 노동자의 단체협약권을 약화시키면서 고용주에게 더 많은 재
량권 부여하였다(Bello & Rosenfelt , 1990: 304; 국민호, 1999: 109). 이를 통해 노
동가격의 경쟁성과 우호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
였다.

이 두 가지를 통해 국가는 노동영역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싱
가포르의 경제영역 탈정치화 정책은 단순히 권위주의적인 억압통제만을 의존하지
않았다. 국가는 선점한 주도권을 통해 국가- 노동관계의 제도화를 시도하였다.
PAP - NT UC의

공생(symbiosis )관계

추구와

1972년

창설한

국가임금위원회

(National W age Council)를 통한 임금통제가 그것이다.
PAP - NT UC 관계는 1969년 12월에 NT UC 주체 하에 열린 노동운동의 근대
화 라는 세미나에서 공생관계(symbiosis )'라고 특징지워졌다. 공생관계는 첫째, 노
조지도자들과 PAP지도자들간의 겸직으로 정부·PAP·노동조합 간의 관계의 명
확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과 둘째, 국가와 PAP 후원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증진과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순응이라는 후원- 수혜관계의 두 가지 차원
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PAP·노동조합간의 역할과 관계의 모호함은 엘
리트들의 겸직에서 기원된다. 몇몇 노조지도자들은 PAP의 지도자나 국회의원으로
편입되었으며 때때로 정부 요직에 임명되기도 하였다.87) 반대로 PAP 의원들은 노
조와 노조지도자들의 활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노조의
87) 1968년 총선에서 PAP는 NT UC의 중앙위원 6명을 후보로 내세워 전원을 당선시켰다. 4
년 후인 1972년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후보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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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에 대리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 리콴유 자신이 노조운동에서 정치적
기반을 시작하였으며 그 자신이 NT UC 위원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리
신룽(Lee H sien Loong ) 역시 NT UC 위원장이다. 또한 현재 제2부수상겸 국회의
원인 옹테청도 NT UC의 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공무원과 MP s들은 협동조합
(cooperative societies )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53개의 노동조합
원이 29개의 공공기관의 노동운동을 대표했으며, 20명의 공무원과 63명의 사적영
역의 관리가 10개의 노동 조직의 위원회(boards )의 일원이었으며, NT UC의 집행
위원회(the Ex ecutive Committ ee)의 20명의 멤버 중 8명은 PAP의 MP s였다
(Rosa, 1990). 이렇게 노조지도부와 PAP지도부의 상호 겸직은 노조지도부의 정치
적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전체 노동운동이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AP지도부와 노조지도부의 상호겸직은 싱가포
르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전략의 성공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신용을 얻어감에 따라
PAP - NT UC의 공생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조합원 차원에서는 NT UC를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사업을 전
개해왔다. 싱가포르에서 노조가 단체교섭이나 파업과 같은 전통적인 전략들을 이
용하지 않고 조직률을 유지하는 방법은 조합원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서
비스를 협동조합(cooperative )'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박준식,
1997).88) NT UC는 수많은 협동회사들(co- operative)을 소유한 공공부분의 거대 고
용주의 하나이다. NT UC는 싱가포르의 가장 큰 호텔과 위락단지, 택시회사를 보
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당, 카페, 골프장 등을 운영한다(박준식, 1997). 노조원들
은 NT UC가 운영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서비스들을 10- 15% 정도 저렴한 가격으
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는 노조에 대해 노동계급의 유일한 대
표조직임을 인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국가에 대한 노조의 절대적인
충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결국, 국가·PAP·노동조합의 엘리트들의 겸직과 역
할관계 구분의 모호함, 국가가 노조 및 조합원들에 대해 일정한 형태의 보상을 제
88) 박준식은 이를 일종의 서비스 노조주의(service unionism )' 이라고 파악한다. 즉, 노조는
조합원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직률을 유지하고, 무임승
차자 문제 를 해결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으며, 이러한 전략을 적어도 조직률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데 상당한 부분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것이다(박준식, 199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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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후원- 수혜관계(clientalism )'의 제도화로 국가에 대한 노조의 절대적 협조
와 순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한편 PAP는 1972년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 age Council)를 창설하여 임금
통제를 제도화하였다. 국가임금위원회는 고용주- 노조- 정부에서 각각 3명의 인원으
로 구성되는 3자연합(T ripatitism ) 으로 경제변동에 따라 매년 그해의 임금 상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들에 의한 안정적인 임금협상은 대개 큰 무리 없이 수
용되었다. 국가임금위원회의 핵심적인 관심은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데 있
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안점은 임금상승 그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은
시키되 이것이 생산성 향상 분을 넘어서지 않는 질서있는(orderly )' 상승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실질 임금의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두어지
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분을 넘어서지 않는 선
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하여 싱가포르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표 5- 2】에서 나타나듯이 노동쟁의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와 산업생산중
단건수는 1978년 이후에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노사관계가
극히 안정되어 있으며, 파업과 같은 명시적이고 현재화된 형태의 심각한 산업갈등
을 거의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준식, 1997: 126). 이는 정부가 파
업을 불법화시키는 점과 쟁의를 중재와 조정에 회부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
문이다(W ilkin son, 1994: 74). 여기에 경제발전을 외국 투자가에 의존해야 하는 싱
가포르만의 특별한 문제를 정부와 국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싱가포
르 노동자들은 정부통제하의 노조주의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정부를 매개로 한 노
사협조주의는 노사분규의 필요성을 격감시켰다(Leggett , 1993: 244- 245; 국민호,
1999: 1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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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싱가포르의 산업분쟁과 노사관계 지표 (1974- 1991)
노동중재
Man- days
연도

산업생산 lost due to
중단건수

indust rial
stoppage

법원에

산업분쟁

의해

건수 (Trade

판정된

disputes)2 )

개인적
분쟁건수

NTUC소속
3)

조합원수

NTUC

노조

미가입
조합원수

조직율 (%)

분쟁건수 1 )

1974

10

5,380

89

1,091

855

-

-

-

1975

7

4,853

73

709

1,991

-

-

-

1976

4

3,193

57

694

2,465

-

-

-

1977

1

1,011

33

640

2,228

-

-

-

1978

0

0

35

548

2,000

-

-

-

1979

0

0

73

577

1,635

-

-

-

1980

0

0

94

484

1,332

-

-

-

1981

0

0

100

392

1,335

-

-

-

1982

0

0

82

311

1,588

-

-

-

1983

0

0

59

353

1,466

198,268

6,088

24.7

1984

0

0

48

338

1,400

186,111

5,521

23.1

1985

0

0

35

340

2,185

197,320

4,661

25.2

1986

0

0

74

317

2,730

200,082

4,804

26.0

1987

0

0

39

275

2,960

203,569

4,634

25.5

1988

0

0

22

366

2,818

209,051

4,358

25.1

1989

0

0

38

353

2,516

209,193

3,999

24.3

1990

0

0

46

303

3,835

211,575

3,461

21.9

1991

0

0

31

323

4,197

216,291

3,215

21.7

1) 산업 중재 법원 (the Indust rial Arbit rat ion Court)에서는 산업분쟁에 관한 결과를 조절, 결정한다 .
2) 산업분쟁 (Trade disputes)'이란 조정을 위해 노동부의 조직화된 분쟁과에 계류된 산업분쟁 (indust rial
disputes)을 의미한다 .
3) 개인과 고용주 사이의 분쟁이 노동부의 개인 분쟁과에 계류되면 개인적 분쟁 으로 등록된다 .
* 자료원 : Minist ry of Labour, Republic of Singapore, Singapore Yearbook of Labour Stat ist ics,(Wilkinson,
1994: 76, Table 2.11), NTUC 관련부분은 박준식 , 1997: 126, 표 2. 참고 .

싱가포르의 경제 영역에서 국가와 노동이 미래에 대한 서로간의 이념과 목표,
이를 실현하는 정책적 수단들을 거의 공유하는 것은 초기 생존의 위기에서 국가
가 국가- 노동간의 관계를 선점한 가운데, 이후에 NT UC와 NW C를 통해 노동정책
을 제도화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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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

1980년 대 사 회 구 조 의 변 화 와 국 가 정 당 성

1. 국가 엘리트의 응집성과 청렴성

싱가포르에서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는 국가엘리트들이 청렴성과 투명성으로
사회에 대한 정당성을 재창출해 가면서 완결된다. 정치적으로 리콴유 전총리와 고
촉통 총리 중심의 PAP는 35년간의 집권과정에서도 깨끗한 정치 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 깨끗한 정치 의 모범이 되
고 있는 것이다.89) 싱가포르에서는 부패에 관련해서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처벌하는데, 1965년 리 전총리의 오른팔이었던 탄키아칸 국가개발장관이 미 보잉
사 커미션문제로 가차없이 처벌받았는가 하면 1976년에는 리 전총리의 학교동창
이자 국무장관이었던 위툰분(W ee T oon Boon )이 부패혐의로 투옥됐으며, 1986년
12월 14일에는 국가개발장관 테칭완(Mr T eh Cheang W an )이 부패혐의로 조사 받
자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투명성은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투명성협회 등에서 발표하
는 공식적인 투명성 지표에 의해 가시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사회에 대한 정당성
재창출에 더욱 기여하게된다.

89) 리콴유 스스로 개인재산은 없다 고 공언하고 있으며 야당들로 그를 부패문제로 공격한
일은 아직 없다. 서방언론도 그의 독재체제를 비판할지언정 청렴성 문제는 한 번도 토를
단적이 없다(중앙일보, 199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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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주요국의 투명성지수

*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2000 Annual Report

2. 대항엘리트 세력의 미약

앞장에서 보았듯이 1980년대 한국에서 고등교육자(대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에 의한 시위는 권위주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강력하게 형
성된 국가권력과 국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사회구조가 계층적으로는 분화되
어가게 했으나 계급적 공속의식은 미약하여(송복, 1997) 계급주도적인 체제변화로
이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기독교 저항운동(Christian protest
m ovement )이 기독 학생(the Student Christian )'과 해방신학운동(the Liberation
T heology movem ent ) 의 형태로 일어나고, 한국의 학생들은 도시선교학생회, JOC
등의 기독청년활동과 지하활동, 노학연대 등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1970년대 싱가포르 학생운동도 이와 같은 양상을 띄었었다. 학생들은 정부와
정부 순응적인 교회에 대한 비판과 중국어 노동자들에게 영어교실을 여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학생집단이 국가에 대항하는 엘리트 세력
으로서 성장하지 못하였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싱가포르 사회는 대학의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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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로 되어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 사이의 경
쟁은 집합행동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T amney , 1996).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억압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건국 초기부터 정부는 학생운동에 연류된 학생들은 대
학입학자격 제한, 재판 없는 감금 등으로 철저하게 억압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학생운동이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된 것은 1974년 이후이다. 이 해에 학생 지도부
와 노동자들은 전투적인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싱가포르 대학의 학생회장
과 두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1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이에 천 여명의 학생들이
저항하였으나, 1976년 싱가포르 대학의 학생회는 교육부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가
게 되어 학생운동은 쇠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에서도 일어났었음을 감안해볼 때, 학생운동의
저조함은 싱가포르에서 대학생의 비율이 극히 적었다는 점과 좋은 직업과 학점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더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학연
대 실패의 또 한 측면에는 정부의 강한 억압과 동시에 공공주택정책과 교육비 보
조 등의 복지정책과 노동자들의 요구가 NT UC를 통해 어느 정도 반영되었기 때
문이다(T amney , 1996: 28- 31).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는 국가엘리트에 대항하는 대항엘리트 세력을 형성하
지 못하게끔 했다. 대학교육자에 대한 양적·질적 통제와 더불어 국가엘리트(정
치·관료 엘리트) 충원 과정의 명확한 능력주의 원칙, 그리고 이들에 의한 권력계
승 제도화로 인해 엘리트들 사이의 정당성을 재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능력
을 바탕으로 충원된 엘리트들에 의한 청렴성과 투명성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정
당성 재창출에 기여하였다.

3 . 중간계층의 성장과 지지율 하락

지금까지 엘리트에 대한 분석을 보면 싱가포르의 사례는 【표 2- 1】의 교차표
에서 엘리트 응집성이 높은 경우 에 해당한다. 즉, 국가엘리트 사이에 상호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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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이 강하고, 대항엘리트 세력이 미약한 경우이므로 A나 C 셀에 해당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사회세력의 응집성은 어떠한가?
독립 이후 PAP는 사회주의전선을 해체시킨 후 모든 선거에서 의회의 전의석
과 평균 75%의 지지를 획득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선거결과를 보면 PAP
에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81년 보궐선거에서 노동당후보 제야레
트남(Jeyaretnam )이 당선되고, 이후 1984년 선거에서 야당은 다시 81석 중 2개의
의석과 35%의 지지를 확보하여 PAP에게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정당

후보자수

회득의석수

(88년)

(91년)

PAP

81

81

80

노동당

32

13

싱가포르 민주당

18

Nat ional Solida rity Part y

유효투표 확보비율
(80년)

(84년)

(88년) (91년)

77

77.7

64.8

63.2

61.0

-

1

13.1

25.4

16.7

14.3

9

1

3

1.8

3.7

11.8

12.0

8

8

-

-

-

-

3.8

7.3

PKMS

4

4

-

-

2.1

0.5

1.0

1.6

Singapore Just ice Party

3

4

-

-

0.8

1.2

1.1

1.9

Independe nts

4

7

-

-

-

1.2

1.1

1.9

Othe rs

6

-

-

-

4.5

3.2

1.3

-

(88년) (91년)

【표 5- 3】 Garry Rodan, "Singapore's Leade rship Trans ition: Erosion or Refinement of
Authritarian Rule?" Bulletin of Concerned As ian Scholars , Vol. 24, No. 1(1992), p. 9. (장
원석, 1998)

1980년대 PAP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대한 해석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간
계층의 불만이 증가하고,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종
족집단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장원석, 1998).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중산층 내부로부터의 의식이 각성이 진행될 것이며 참여의 욕구가 증대하여
이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족집단의 불만
이 증대될 경우 이들의 세력화도 다원주의로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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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에서 나타나듯이 실제로 싱가포르의 중간계층90)은 경제성장과 더불
어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5- 4】 싱가포르의 신중간계급의 구성비
1957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전문/ 기술직

4.8

6.9

8.7

14.1

11.4

10.4

15.7

행정/ 관리직

1.9

1.9

1.7

2.8

6.3

5.7

8.6

사무직

10.4

12.2

12.9

16.0

13.8

16.0

13.1

합 계

17.1

21

23.3

32.9

31.5

32.1

37.4

* 출처 : 1957년 1966년 : Quah et al. (1991), p. 77.
1970년 이후 : Depart me nt of Stat ist ics, Singapore, Census of Population 1990:
Ad vance Data Release.

그러나 중간계층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싱가포르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양종회, 1995; Rodan, 1996).
그리고 실제로 싱가포르의 중간계층에게는 명확한 계급의식이나 이에 기반한 이
익추구적인 집단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다수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중간계층이 그러하듯 싱가포르 중간계층의 많은 부분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고
용되어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강한 국가의 발전지향적 테크노크라시의 영향으
로 최상의 보호를 제공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David Brown & David Martin Jones , 1995; Rodan , 1996). 그렇다면
싱가포르에서 국가의 정당성과 중간계층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싱가포르에서 중간계층이 갖는 의미는 PAP가 이들을 잠재적인 불만세력으로
파악했다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PAP는

새롭게

등장하는

영어교육세대

(english - educated) 를 중산층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
90) 안승국(1998)은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와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을 분석한 연구에서
노동계급을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로, 신중간계급을 전문기술직, 행정관료직, 사무직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계급을 분류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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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보고 있다. 언어정책에 의해 제 1언어인 영어로 교육받은 세대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공식어를 영어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정부 채용 등에 유리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 의존
한 경제성장으로 이들과의 교류에 영어교육받은 계층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
에 취하게 되어 중산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배제와 억압정책으로 생긴 불만 세
력과 1980년대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형성된 중산층이 하나의 응집적인 세력
으로 부상할 수 있게끔 했다. 싱가포르 경우 사회세력으로서 노동자 세력은 억압
과 복지를 통한 제도화를 통해 한국에 비해 국가에 순응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PAP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한
것은 사회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이 국가에 대항하는 하나의 단일한 세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록 국가
엘리트사이의 정당성이 높고 대항엘리트 세력이 미약하여 급진적인 민주화 이행
은 어려우나 사회세력이 응집성이 있는 경우 대만과 같이 위로부터 민주화(A 셀)
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권위주의 체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급격한 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에서 권위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사회세력의 통합성에 종족집단 의 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절에
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절 . 사 회 분 열 과 종 족 집 단
다원주의(Plural Society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퍼니발(J .S . F urnivall, 1967)에
의하면 다원주의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존립의 위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공통의 의지(comm on will)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다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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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각자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분명히 하면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공식적인 법
률 등으로 결합되어 있는 동맹과 흡사하다. 그러나 법적 요소가 각각 영역별로 분
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맹과 다르며, 특히 요소들이 너무나 서로 뒤섞여 있
다는 점에서 오히려 무정부상태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분열성이 매우 높으며, 국가
가 이들 분열된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독립 후 싱가포르 사회는 퍼니발의 다원주의 사회와 유사했다.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독립 후 최대 과제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말레이, 인도계와 유
라시아라는 CIMO(Chinese- Indian - Malay - Other )라는 모델로 구성되어있다. 그러
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계는 방언과 본토 중국의 이주지역에 따라 세부 집단으
로 나뉘고91) 가장 큰 중국계 집단인 호케인 집단도 출신지에 따라 나뉘는 데다
인도계와 말레이계, 유라시아계까지 이와 같이 나뉘어있으며, 더욱이 이들은 각기
다른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경제적, 기능적 통합이 없이 상호 고립적으로 존재
함으로써 싱가포르인 나름의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운명체 의식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즉 통상적 의미의 국가 를 구성하는 데 매우 불리한 인구적 특성을 갖는
사회이다. 따라서 독립 후 국민의식을 갖게 하여 국가의 통합성을 높이는 일이 시
급했으며, 동시에 무엇을 국민의식의 기반으로 삼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각
종족집단이 모국으로 생각하는 국가92)와 연계하여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었다. 결국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각 종족
집단의 전통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한 종족의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각 종족집단에 대한 충성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더 부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
게 된다.

91) 싱가포르 중국인들의 조상은 대부분 중국의 남동지방인 호케인(Hokkien 福建), 테처

우(T eochew s 潮州), 칸토니스(Cantonese 廣東), 하이난(Hainanese 海南 : 1988년 캔
톤에서 분리), 하카(Hakkas)지역 사람들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 별첨 2 > 참고.
92) 일제의 점령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에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했으며, 이는 이
들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구성된 영국지배하의 싱가포르에서 분열된 종족 정체성
을 형성하게 했다. 따라서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은 모국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Hill and F ee, 199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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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종족집단에 대한 탈정치화 정책

국가가 추진하게 되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IMO 정
책이다. 다인종주의(multiracialism )정책의 일완으로 시행된 CIMO 모델은 공식모
델(Official Model)'이라 하여, 모든 싱가포르인은 이 네 가지 분류체제 안에 자신
의 종족 정체성을 분류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IMO 모델에 따라 각 종족
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에 따른 언어와 종교까지 어느 정도 규정되는 특징을 갖는
다. 즉, 말레이계의 경우 말레이어를 구사하며 종교는 이슬람이라는 어느 정도 정
형화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CIMO 모델은 모든 싱가포르인들의 주민
증(identity card)에 기록되며, 또한 제 2언어와 공공주택 배분에도 영향을 주는 매
우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Hill & F ee, 1995:100). 이를 통해 다인종과 이것이
다시 무수한 방언으로 세분화된 집단을 세 개의 재창조된 집단 으로 축소해 갔으
며, 이는 정부정책과 정치실천들을 합법화하는 데 이용되는 행정적 종족 범주가
된다(Siddique, 1989; Chu, 1999). 이렇게 재창조된 종족은 국가 후원의 공식적인
공동체 자립 조직들 을 통해 대표되며93) 국가는 각 종족의 문화적 활력과 복지는
전적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달려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인종주의 정책은 언어정책에도 해당된다. 이중언어정책은 영어를 표준어로
삼고 표준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에서 자신의 민족언어를 제2언어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기 민족언어를 통해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제3의 공
통언어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교류를 틈으로 중국계 비율이 우세한 사회에서
특정 언어를 표준어로 지정된 데 따른 차별감을 상쇄시켰다.94)
93) 말레이계를 위한 멘다끼(MENDAKI: 1981)와 중국계 하층을 위한 CDAC(the Chines e
Dev elopment Assistance Council: 1992) 인도계를 위한 SINDA (Sikh Advisory Board
within Singapor e Indian Dev elopm ent Agency : 1989) 가 대표적이 예이다.
94) 그러나 이중언어정책은 중국계사회를 양분하는 데도 기여했다. 중국계의 경우 제1언어
영어 외에 제2언어 만다린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를 원활하게 구사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영어나 만다린어 둘 중에 하나에만 능통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언어에 따라 중국계가 양분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Hill & F ee, 199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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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능력주의 정책이다. 능력주의 원칙은 위계적으로 조직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은 객관적인 과정을 통한 정당하고 공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의 정치적 의미
는, 현재의 국가엘리트의 위치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전문성이 정부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AP는 지속적으로 정치와 정부 관리직에 다양한 종족을 유입
했는데, 이것은 순전히 이들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이 각 종족집
단의 대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Brown , 1994). 이는 국가엘리
트들이 정치적 집단 혹은 이익집단의 대표로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에 이들 엘리트들은 자신이 속한 종족의 문화적 대표로서는 인정되어
Mendaki, SINDA 등의 공동체자립조직 의 대표직을 겸직한다.
셋째, 주택정책이다. 싱가포르의 주택청(HDB )는 1960년대에 설립되어 지금까
지 전국민의 85%를 수용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같은 블록 안에
다양한 종족집단이 공존하는 것이었다. 주택정책을 통한 민족간 융합은 그다지 성
공적이지 못했으나 대신 모든 계층이 자신의 집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는 개인은 자기 소유 자산이 있는 곳을 방어하
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부가 국민의식이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들어있
는 것이다(W ong and Yeh, 1985:231, Hill and F ee ; 1995: 120).
이와 같은 정책은 결국 정치와 종족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고 요약할 수 있다.
종족집단은 국가에 의해 재창조된 종족적 경계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 문화 영
역 내에서만 외부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종족적 경계선에 따라 집단의 권리
를 조장함으로써, 국가는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종족집단에 대해 중립
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Kuo, 1985; Siddique, 1989; Chua,

1999). 그리하여 학교에서 모국어 를 보호 하는 것을 제외하고, 종족/ 문화적 활동
을 장려하는 책임은 공식적으로 구성된 종족집단 각자의 개별적인, 그리고/ 혹은
집단적인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종족집단에게 공평한 행
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내세우게 되며, 이에 따라 한 종족집단이 자신의 이
익을 위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제거되어 종족문제를 탈정치화 시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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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세력의 분열과 계층과 종족

국가의 종족집단 통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 결과로 이어졌다. 첫째, 위에서도 언
급했듯이 정치적으로 종족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
적으로는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나타난 소득격차가 종족집단간의 소득 격차
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즉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과 이를 활용한 국가의 개입은 계
층분화가 종족분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화된 통
제로 국가가 계층과 종족 문제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통의 의지 가 없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국민국가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생활양식과 소비양식에 따라 사회
적 요구(social dem and)'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각 종족집단마다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들 문화에 따른 음식과 소비형태가 있어 결국은 경
제영역(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분할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로서 이주민
에 의해 성립된 싱가포르에서는 식민지 시기부터 이와 같은 분업현상이 나타났다.
즉, 【표 5- 5】에서 나타나듯이 중국계는 중개 무역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으며,
말레이계는 농업·어업·광업 등에 종사하게 된 것이다.95)

95) 싱가포르는 서구 선진산업사회와 식민지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연결하는 중심고리 역할
을 하면서 성장하였다. 싱가포르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서양자본의 특징적인 구조는
위탁회사(agency house)체제였다. 20세기 이후 말라야의 주석과 고무를 서양자본이 완
전히 장악하게 됨에 따라 싱가포르 위탁회사는 광산과 농장에 투자한 영국 증권자본의
경영대리자로 되었고,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말라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에 대한 지
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양인 위탁회사는 중국인 중개상에 의해 중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선, 1998, 싱가포르 150년사(1819- 1969) : 어촌에서 독립국가로 , 『동남
아의 선진복지국가 : 싱가포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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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 1931년 싱가포르의 종족집단에 따른 산업
산

업

중국계

말레이계

기타

인도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농업 , 어업, 광산, 채석

23,391

11.6

7,145

30.5

2,064

5.4

277

2.6
10.1

제조업 , 건축

36,707

18.1

2,161

9.2

3,015

7.9

1,074

교통 , 전기 (storage) 통신

30,922

15.3

7,320

31.2

5,965

15.6

615

5.8

상업, 재정

47,820

23.6

1,650

7.0

6,558

17.2

2,173

20.5

공공행정, 국방

371

0.2

582

2.5

1,372

3.6

2,140

20.2

전문직 , 사무직, 서비스

63,052

31.2

4,573

19.6

19,237

50.3

4,309

40.8

202,263

100.0

23,431

100.0

38,211

100.0

10,588

100.0

합

계

* 출처 : C. A . Vlieland, B ritish M alaya. A R ep ort on the 1931 Cens us , London , T he Cr ow n
Ag ent s for the Colonies , n .d ., pp .256- 79 ; Chiew Seen Kong , 1991: 144.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화의 적응에 유리한 직업인 경영·관리직, 기
술·전문직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자 전통적으로 이들 집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던 중국계의 소득이 급증하여 종족집단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
이다.96) 이는 싱가포르의 직업별 월평균 소득과 종족집단별 근로인구의 직업을 비
교해보면 뚜렷해진다.

96) 이와 같은 현상 영국의 식민지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영국은 처음부터 이들 이민사회
를 종족별로 거주지를 구획하였고, 각각의 이민사회는 고유한 언어·관습·종교를 보유
한 채 식민지 구조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병존했다. 영국은 이들 이민사회를 기본적으
로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영국은 영어 교육 확대에 힘썼는데, 1889년과 1891년 두 차례에 걸친 영국여왕
장학금이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유인선, 1998). 이 장학금을 받아 아시아계의 청년들- 수
혜자의 대부분은 중국계- 이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고, 이들이 싱가
포르 사회에 새로운 엘리트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즉, 이들은 의사·교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에 종사하며 싱가포르 사회에 영어권과 비영어권이란 새로운 분열을 만들어내
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종족간의 차이를 넓혀 놓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종 내부에
또 다른 분할을 가져왔고, 사회적 빈부의 차이를 확대 재생산시켰다(유인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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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6】 싱가포르의 직업별 월평균 소득, 1960～1980
직

업

1966
평균

1975
등위

평균

1980
등위

평균

등위

경영·관리직

$ 1041

1

$ 1230

1

$ 2116

1

기술·전문직

677

2

726

2

1304

2

사무직

439

3

416

3

521

4

판매직

315

4

380

4

575

3

생산·교통·통신직

233

5

292

5

414

5

서비스직

229

6

286

7

378

7

농림어업·광업

179

7

289

6

406

6

* 출처 : Chiew , 1987: 82; 양종회·유석춘 외 , 1995 : 191.

【표 5- 6】에서 보면 1966년부터 1980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각 직업별 월평균
소득은 대략 2배씩 증가했다. 그러나 표에서 나타나듯이 경영·관리직 및 기술·
전문직의 소득이 두 배로 증가한 것은 일반 서비스직의 소득의 두 배 증가보다
그 폭이 크다. 따라서 경영·관리직과 서비스직의 평균적이 소득격차가 $742에서
$ 1738로 두 배 이상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5- 7】는 직업 위세가 높은 두 개의 범주 - 기술·전문직, 경영·관리
직- 의 종족집단별 비율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1957년 중국계의 기
술·전문직, 경영·관리직의 비율은 5.9%이며 말레이계의 경우 3.4%이면 이 두
종족집단의 비율차는 2.5%가 되는 것이다.

【표 5- 7】 종족집단별 상위 직업별 분포차 (단위 : %)
중국- 말레이

중국- 인도

인도- 말레이

1957

2.5

0.4

2.1

1970

4.2

1.2

5.0

1980

9.6

2.6

8.0

1990

18.2

9.7

6.5

* 양종회·유석춘 외, 1995 : 195 를 기반으로 구성함 .
자세한 직업분포는 부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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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표 5- 7】에서 보면 비율의 차이는 중국- 말레이계의 비율차가 1957년
2.5%에서 1990년 18.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중국- 인도계의 경우 그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급격한 차가 나타난 것은 1990년에나 와서이다.97) 그
리고 1980년 센서스에 의하면 말레이계는 전문직 범주에서도 낮은 범주에 해당하
는 교사와 기술직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Censu s 1980: Ⅳ. 142, 144; Li,
1989 : 103). 또한 1957년의 생산직 비율에는 말레이계와 중국계가 비슷했으나
1980년에 이르러서는 말레이계가 10%가량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첨 3 > 참고). 【표 5- 6】과【표 5- 7】에서 나타나듯 산업화에 따른 계
층분화가 종족집단간의 소득격차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종족집단별 월평균 소
득분포를 보면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표 5- 8】의 종족집단별 월평균 소득 분포표는 말레이계의 절대적·상대적인
소득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8】 말레이계 중국계 남성고용인구의 월평균 소득 (단위 : %)
월평균 $ 400이하

월평균 $ 1000이상

중국

말레이

중국

말레이

1975

67.1

62.6

8.9

0.8

1978

53.3

75.8

12.9

1.8

1980

41.8

64.1

12.9

2.7

* 출처 : Report on the Labour Force S urve y, 1975: 95; 1978: 98; 1980 :69 ; Li,
1989: 103 재인용 .

【표 5- 8】에서는 말레이계의 하층이 증가하였다면, 1975년에서 1980년 사이
중국계의 25.3%가 하층집단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말레이 집단의
97) 1990년대 이와 같이 중국- 인도계의 비율차가 나타나는 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본 논
문의 연구 목적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다만 이 당시의 나타났던 급격한 차이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상대적으로 중산층이상의 비율을 많이 차지했던 인도계의 급격한 해외이민
증가가 비율차 증폭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1980년대 후반 싱가포르
중산층의 해외이민 증가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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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절대적으로 하락하였다는 것은 이 기간동안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로
1980년도의 400$의 소득이 1975년 400$의 소득보다 대략 17%의 실질적인 하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E con om ic and S ocial S ta tis tics , 1960- 82: 213; Li, 1989: 103
).98)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정부는 어떻게 계층분화가 종족분화로 나타난 현상을 이
용하여 계층과 종족 문제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싱가포르의 정부는 기본적인 통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 즉, 잠재
적인 불만세력에게 국가 주도적으로 불만표출기구 내지 조직을 만들어준 후 이들
기구나 조직의 대표를 국가가 포섭하는 기존의 통제 제도화 정책을 그대로 사용
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PAP는 지지율 하락을 중산층의 증가로 파악하였는데
(Rodan , 1996), 이때 PAP가 파악한 중산층이란 영어교육층(english - educat ed) 이
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싱가포르에서 공식어를 영어로 사용하게 된 결과 이들은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채용에 유리하게 되어 급격하게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된다.
PAP는 자체분석을 통해 이들을 불만세력으로 파악하여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
과 중산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1984년
선거 직전 비선거구 의원제(Non - Con stituency Member s of Parliam ent : NCMP
s )99)를 도입하여 반대당의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다. 이밖에도 피드백 유니트
(F eedback

Unit ,

1985),100)

정부

국회

위원회(Government

Parliam entary

Committ ees : GPCs , 1987),101) 정책연구소(Institut e of P olitical Studies : IP S ,

98) 1982년도의 400$라는 생활비는 4인 가족의 한달 생계비로 부족함이 들어났으며, 이로
인해 400$이하의 소득은 빈곤층에 속한다. 400$중 100$은 강제저축을 해야했으며, 70
$은 가장 작은 집의 방세, 15$은 두 자녀의 학비(걸어서 다닌다고 가정), 최소한 40$은
교통비로 들었다. 이는 불과 $ 175, 혹은 하루에 6$미만으로 전 가족의 식품비와 생활비
를 충당해야함을 의미한다(Li, 1989: 104).
99) 이 제도는 야당이 최소 3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부족의석을 야당후보중 득표순으로
선출하여 최소한의 야당의석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비선거구의원은 헌법개정이나
불신임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다(장원석, 1998 : 179).
100)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국회
외부
조직
(extra- pafliament ary in stitution ).
101) 원외의 전문인력을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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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02) 임명직 의원제(the nomiat ed MP s : NMP s , 1988)103)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목적은 반대세력과 불만세력을 제도를 통해

정책적으로 이끌려는

(channel)것이다(Rodan, 1996).
그러나 정부의 중산층 위주 경제정책으로 생계비 압박이 증가하고 중산층의
소비행태가 서민층의 준거모델이 되자 1991년 선거에서는 하층의 불만이 증가하
였다(Rodan , 1996; 장원석, 1998).104) 그러자 정부와 PAP는 이를 종족문제로 돌리
고자 했다. 전통적으로 PAP는 중국어 교육층(chinese- educated- chinese) 를 지지
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이들보다 새롭게 부상하는 영어 교육층(english - educat ed)'
를 포섭하고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1년의 불만층인 서민층
이 주로 중국어 교육층(english - educat ed chinese)' 과 말레이계라는 점을 감안하
여 불만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종족문제로 돌리고자 했다. 정부와 PAP는 1981년
말레이인들의 일반적인 낮은 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말레이 국회의원들(MP s )
의 주도하에 멘다키(Mendaki)라는 이슬람 조직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멘다키에는
천만달러의 공익자금이 창립기금으로 기증되었으며 말레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를 높이고 말레이인 전체의 장기 고용과 재정 전망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 유사하게 인도계에는 신다(the Singapore Indian Dev elopm ent Agency :
Sinda, 1991)와 중국계에는 중국인 발전지원 협의회(the Chinese Dev elopm ent
A ssistance Council: CDAC, 1992)가 정부 지원하에 설립되었다.105) 이러한 공동
체 자립기구들 의 활성화는 각 종족집단의 책임으로 돌려지며 국가는 이에 대해

102) 공공정책 토론에 관계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think- tank ' 제도.
103) 특별 선별 위원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의원들을 의미하며, 이 제도
의 목적은 의회에서 비당파적인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여 반대 세력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다(Rodan , 1996).
104) 예를 들어 1991년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는 3.8% 상승했으나 공공교통비는 19%, 의
료비는 9.9%, 교육비는 6.8% 상승했다(Balakrishnan , 1991; Rodan , 1996).
105) 이러한 기구들은 공동체 자립 조직 이라고 불리우며 조직의 기금이 마련되는 방식은
모두 같다. 모든 싱가포르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 이 속한 인종 집단내 궁핍한 가정 어린
이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낸다. 국가는 단지 행정적 지원만 할 따름이
다. 정부가 관리하는 일종의 국민연금 기구인 중앙재정기금(Central Provident F und)에
가입한 피고용자는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성 저축의 명목을 매달 일정액의 기부금을 수입
에서 공제한다. 이와 같은 기본 공제에서 교차- 인종적 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추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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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족집단별로 나타나는 빈부의 문제는 각
종족집단 내의 이타주의에 의존하여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자립
기구들의 대표들은 친정부적인 각 종족집단의 엘리트 - 주로 PAP내의 말레이/ 인
도 MP s - 들로 구성된다. 즉, 정부는 빈부의 문제가 나타나자

합법화된 통로

(legitim at e channel)' 로 각 종족집단의 자체 기구를 설립해주나 그 활성화는 각
종족집단의 역할에 맞기면서 조직의 엘리트들은 포섭하였다.106)
이렇게 하여 국가는 영어교육층 이라는 중산층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하층의
불만은 중국어

교육 중국계 와 말레이계라는 종족집단 별로 분리한 후 공동체

자립기구 를 통해 종족집단별로 해결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때 기구의 대
표들은 주로 각 종족집단의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친정부적
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공동체 자립기구 들의 활성화는 각 종족집단의 책임
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종족집단별 경쟁심을 조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는 모든 종족집단에게 공평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내세우게 되며,
이에 따라 한 종족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장을 펼치게 되면 이는 종족집단
의 이기주의로 이어지게 되어 종족문제가 되어 정치적으로 억압되는 것이다.
결국 싱가포르의 사회세력의 응집성은 매우 낮았으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
이 상호작용하였다. 첫째, 다원주의 사회였다는 점이다. 둘째, 싱가포르의 PAP와
정부의 사회 통제 제도화가 성공했다는 점이다. 제 3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싱가포
르와 같이 종족별로 분열된 사회였음을 감안할 때, PAP와 정부는 각 사회세력 사
이의 경쟁(rivalism )을 조장하여 사회세력을 더욱 분열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
이 참여욕구(empow erm ent )보다 정부의 보호에 의존하도록 하여(Case, 1996) 통제
가 용이하게끔 하였다는데 있다.

106) 구체적으로 멘다끼의 경우 말레이인들이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기부
는 자의에 맞긴다. 기부금의 활성화는 종족집단의 이타주의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들의 대표는 말레이 공동체에서 추천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과 말레이계 국회의원들
이 주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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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 소 결
Ⅲ 장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표 2- 1】의 교차표에서 D에 해당함을 보였다.
엘리트 세력은 PAP와 사회주의 전선(Barisan Socialis )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사
회세력 또한 각 종족집단간의 상호교류가 없었으며 종족집단이 이주해온 국가를
모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파편화된 사회였다.
이 상황에서 국가엘리트들은 정치와 사회의 통제를 제도화하려고 시도한다. 정
치영역에서는 능력주의 제도화가 시도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종합대학은 싱가포르
대학 한 곳 뿐이며 이곳 재학인원은 13,000여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은 최고의
엘리트 대우를 받으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의 정치와 관료 엘리트들
은 바로 이들로부터 충원된다. 정부의 관료 채용기준은 【표 5- 1】에서 나타나듯
이 우수한 대학성적이다. 정치 지망생들도 바로 이들로부터 충원된다. 충원된 엘
리트들은 각종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되며 여기서 탁월한 능력을 발
휘하게 되는 인물은 고위 관료 및 장관직에 임명된다. 싱가포르의 권력계승도 이
들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항엘리트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하는 제도와
국가엘리트 사이에 능력에 따른 권력계승 제도화는 엘리트 사이의 응집성으로 이
어진다. 여기에 충원된 국가엘리트들에 의한 청렴한 정책수행은 사회에 대한 정당
성 재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렇게 볼 때 싱가포르의 사례는 【표 2- 1】의
A나 C 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영역에서 통제의 제도화로 노동자계층은 국가에 순응적이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불만층으로 등장한 중산층으로부터 PAP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 받았다고 느끼게
된 말레이계의 불만도 증가하게 된다. 이들 세력이 하나의 국가 대항적인 세력으
로 성장하면 대만과 같은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이끌어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는 정부와 PAP가 종족과 계층분화를 이용하여 통제를 더
욱 용이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즉 중산층 - 영어교육층 , 서민층 - 중국어교육 중
국계와 말레이계 로 분리하여 빈부의 문제를 종족공동체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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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국가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이들의 대표를 포섭하고, 서
민층의 불만은 각 종족집단의 자립기구에 의존하게끔하여 서민층을 종족집단별로
분리시킨 후 이들이 하나의 대항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사회세력은 계층별 종족집단별로 분리되며 응집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싱가포르의 사례는 엘리트 응집성이 높으면서 사회세력의 응집성은 낮은
셀 C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1965년 독립 직후 셀 D에서 국가의 제도화를
통해 셀 C로 이동하였으며 그 결과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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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문화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치변동, 구체적으로 한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신제도주
의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도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
가운데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공유된 인지를 조직의 구조로 택하여 사회로부터 정
당성을 확보해가면서 형성된다고 할 때, 현대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와 사회영역
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도전하는 강력한 대항 집단의 부재라는 역사적·상황적 배
경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라기보다 가족과 같은 조화와 질서
의 관계라고 보는 정서, 엘리트들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교의 완전주의적 국가관과 교육
에 대한 강조, 교육 받은자에 대한 경외 로 엘리트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은 정치영역에서 능력주의가 부각되게 했고, 반면에 유교의 완
전주의적 국가관으로 사회영역에서는 국가에게 보호를 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사회제도를 재편하기 위하여 제도화하는 방식은
엘리트들에게는 능력주의를 사회에게는 제도화된 통제이다. 그런데 사회통제 제도
화의 경우 사회가 종족, 종교, 언어, 계급집단 등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가에 영향
을 받는다. 즉 사회분열이 국가 통제방식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과 싱가포르는 독립직후 엘리트 세력의 좌·우익분열과 이
에 따른 사회의 분열, 싱가포르의 경우 종족집단의 상호교류 단절에 따른 분열로
정치 상황적으로 【표 2- 1】의 셀 D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양국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양국은 점차 셀 C로 이동하였으나, 응집적인 국가엘리트
의 국가 통제제도화의 성공여부에 따라 1980년대 정치변동에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의 1970년대 셀 C의 경우 사회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엘리트가 응집성을 확보한 경우이다. 그리고 지배력을 확보한 엘리트들은 1970- 80
년대를 통해 국가 통제 제도화 를 시도하게 되며 그 결과가 1980년대 셀 B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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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즉 엘리트 충원의 모호성과 권력계승제도화의 실패, 대학교육인원의 수적
증가, 충원된 엘리트들의 부패연류로 능력주의 제도화가 실패하고, 지속적인 억
압·배제 통제는 결국 1980년대 모든 사회세력이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
하게끔 하여 이들과 대항엘리트 세력이 민주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 1970년대 국가주도의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셀 C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셀 C의 의미는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싱가포르의 1970년대 셀 C의 의미는 독립직후 파편화된 사회(셀 D)에
서 지배엘리트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응집력을
높여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셀 C의 의미는 응집력이 높은 국가엘리트들이 지
배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도한 국가 통제의 제도화 - 능력주의 제도화와 사회통제
제도화- 의 성공여부에 따른 결과이다. 즉 능력주의 제도화의 성공으로 인해 안정
적인 권력계승과 엘리트 사이의 응집성을 유지했으며, 사회통제 제도화의 성공으
로 불만세력을 분산시켰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싱가포르 사회가 종족집단별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사회 통제제도
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1980년대 싱가포르의 셀 C는
1970년대와의 구분을 위해 C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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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
엘리트 응집성
높다

낮다

A

B

C

D

사
회 높
세 다
력
응 낮
집 다
성
*

→ : 한국,

: 싱가포르

즉, 한국의 경우 D→C→B 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를 이룩한 경우이고, 싱
가포르의 경우 D→C→C ' 의 과정을 거치면서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 분석에 (역사적)신제도주의 시각이 유용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의 특징은 공유된 인지구조의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과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시기 제도의 영향이 다음시
기의 정치변동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이 서구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에도 불구
하고 이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서로 달
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국가의 통제제도화의 성공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난다. 즉,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중립주의적인 국가가 지배적인 서구에서 나타
나듯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계급구조의 변화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기
보다, 개입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통제 방식에 따라 엘리트 세력과 사회세력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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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에 의한 정치변동 이라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회분열의 구조적 배경이 상호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족, 종교, 언어 등과 같은 사회분열의 구조적
배경 그 자체로는 국가 통제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107) 여기서 동
아시아의 정치변동의 특징이 상호작용한다. 즉 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강했던 동아시아 국가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사회구조를 재편하
려고 할 것이며 이때 사회분열은 통제 제도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
국은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사례의 정치변동을, 싱가포르 이질적인 사회구조
를 갖는 사례의 정치변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6월 항쟁 이후의 한국 정치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6월 항쟁 이후 대
통령선거 기간까지 한국사회에 나타난 양상은 국가가 통제방식을 바꾸어 사회를
지역과 계층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108) 본 연구의 싱가포르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1980년대 초 국가는 통제방식을 계층과 종족으로 분리하여 통제를 제
도화하였다.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19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에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싱가포르의 종족과 계층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지역과 계층의 양
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의 관점으로 6월 항쟁이후 전정권이
권력계승에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정권이 내세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현상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경제성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동아시아만의 특수성을
107) 분열된 사회와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Donald L. Horow itz, "Democracy in Divided
Societies " in Larry Diamon d and Marc F . Platter (eds ). 1994, N ationalism , E thnic
Conf lict, and D em ocracy , Boltimore : T he John s Hopkins Univ ersity Pres s 참고.
108) 유석춘(1990)의 연구는 지역차별의식이 사회세력의 응집과 통합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
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기존질서에 도전하는 사회변혁운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불만의
원천이 계층(계급)의식과 지역차별 경험이라는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공급된다고 보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통일된 이론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김호기(1995)의 연구는 두 국민 전략 의 이데올로기적 수준이 지역과 계층간의 분열
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국가의 사회통제 제도화의
세 번째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계층과 지역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선거과
정에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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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변동 - 구체적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 에 있어서는 특수성보다는 서구의 보편적인 이론을 한국의 사례 혹은
대만의 사례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단
순히 시간상의 문제라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한 나라의 발전은 정치·경제·사
회영역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감안 할 때, 경제발전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설명되어진다면 정치변동 또한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와 같은 관점의 연구를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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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싱가포르의 신교육체계 (1992- )
고 용
대학

대학 수준

전문학교 써티피케이트

교육

과정
도

중등교육

제

이후 과정

과
정

기술교육학원 및

전문학교·경제개발

관련

청의 기술학원 :

교육·훈련기관

디플로마과정

GCE A Leve l 시험

쥬니어컬리지

GCE O Leve l 시험
중등과정 5년차
GCE N Leve l 시험
보통(일반교과과정)·보통(기술교과과
중등 교육

정)

특수·고속 교과과정 4년 과정

4년 과정
개정 국민학교이수시험(PSLE)
오리엔테이션 단계 (5- 6학년)
초등 교육

3과정 : (1) 2가지 제 1언어과정 (영어, 모국어)
(2) 영어, 제 2외국어과정 (모국어)
(3) 영어위주 과정
기초단계 (1- 4학년)
준비단계- 국민학교 입학전 1년

* 자료원 : Educat ion Stat icst ics Digest, Minist ry on Educat ion, Singapore, 1994. (장영철, 199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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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1980년 종족집단과 언어별 인구분포
종족집단과 언어

명수

종족집단의 비율 전체인구의 비율

중국계
Hokkie n

799,202

43

Teochiu
Cantonese

409,269

22

17.0

305,956

16

13.0

Haina nese

137,438

8

6.0

131,975
72,367
1,856,237

7

6.0

4
100

3.0
78.0

Hakka
Othe r Chinese
Total
말레이계
Ma lays

33.0

312,889

89

13.0

Javanese

21,230

6

0.9

Boyanese
Othe r Malays

14,292

4

0.6

3,097

1

0.1

351,508

100

14.6

Tamil

98,772

64

4.0

Ma layali

12,451

8

0.5

Punjabi

12,025

8

0.5

1,619

1

0.1

29,767
154,634

19
100

1.0
6.1

European
Euras ian

23,169
10,172

45
20

1.0
0.4

Japanese
Arab

7,590
2,491

15
5

0.3
0.1

8,164
51,586

16
100

0.3
2.1

Total
인도계

Gujarat i
Othe r Indians
Total
기타

Othe rs
Total
TOTAL

2,413,965

* 반올림으로 총합은 각 소계의 합과 다를 수 있음 .
** 자료

: C. Y. Kuo and See n- Kong Chiew Ethnicity and Fe rt ility in

Singapore, S ingapore, 1984: 9; LePoe r, 1991: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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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민족집단별 10세이상 근로인구의 직업, 1957～1990
중 국인

말레 이인

인 도인

기타

기술· 전문직

4.4

2.9

3.7

28.3

경영· 관리직

1.5

0.5

1.8

16.4

사무직

9.3

12.1

11.9

24.3

판 매·서비스직

36.4

32.6

36.8

16.6

농 림어업·광업

8.8

9.9

2.9

0.3

생산직
합 계

39.6
100.0

42.0
100.0

42.9
100.0

14.1
100.0

( N )

(340,672)

(55,392)

(62,259)

(13,595)

중 국인

말레 이인

인 도인

기타

기술· 전문직

8.7

5.9

8.0

35.9

경영· 관리직

1.7

0.3

1.2

15.2

사무직

13.1

14.0

13.6

19.8

판 매·서비스직

30.5

29.0

42.5

17.6

농 림어업·광업

4.4

5.5

2.3

0.5

생산직
합 계

41.6
100.0

45.3
100.0

2.4
100.0

11.0
100.0

( N )

(492,246)

(70,598)

(52,089)

(12,828)

중 국인

말레 이인

인 도인

기타

기술· 전문직

9.7

5.0

9.6

27.3

경영· 관리직

5.5

0.6

4.0

25.8

직

1957

업

1)

직

1970

직

1980

업

업

사무직

17.1

14.9

15.0

11.0

판 매·서비스직

24.2

21.5

30.9

14.4

농 림어업·광업

2.1

2.4

1.5

0.2

생산직
합 계

41.4
100.0

55.6
100.0

39.0
100.0

21.3
100.0

( N )

(772,950)

(149,870)

(70,439)

(21,657)

중 국인

말레 이인

인 도인

기타

기술· 전문직

17.6

10.1

12.0

9.2

경영· 관리직

9.6

0.9

5.5

8.6

사무직

14.0

15.8

12.0

2.3

판 매·서비스직

14.0

14.2

12.9

2.8

농 림어업·광업

0.4

0.3

0.1

-

생산직

38.4

55.3

51.3

75.3

직

1990 2 )

(%)

업

분류 불능

6.0

3.4

6.2

합 계

100.0

100.0

100.0

1.8
100.0

( N )

(1,100,300)

(169,400)

(117,000)

(99,000) 3 )

1) 1957, 1970, 1980년은 10세 이상의 근로인구
2) 1990년은 15세 이상의 근로인구
3) 1990년도 센서스에 의하면 기타 민족집단의 총인구가 29,200명으로 되 있는데 (Ce ns us (A))(1991), p.
36, Table 2), 여기서 15세 이상 근로인구가 99,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착오가 있는
듯 하다 .
자료 : 1957, 1970, 1980년은 Quah et al. (1991), pp. 154- 6, Table 6.7.
1990년은 Ce ns us (A) (1991), p.54, Table 15에서 계산
유석춘 외 , (1996), p. 195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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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A Com parativ e S tudy on P olitic al Ch ang e of A uth orit arian
Re g im e s in the 1980s : S . Kore a and S in g apore
Kim , JuYeon
Departm ent of Sociology
T he Graduat e School
Yon sei Univer sity

W hile S . Korea and Singapore share many comm on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aspect s as one of the E ast A sian NICs , the t w o nations, how ever ,
hav e w alked the very different path of political regim e shift s. But the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point out tho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in the
per spectiv 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son s why
the tw o nations with similar cultural herit age and with similar socio- economic
backgrounds have gone through asymm etric political changes.
T he main point of the new in stitutionalism is the influence of the shared
cognition t o the whole society and the path - dependency . Institution, while it
get s the pres sure from the society , is form ed as it t akes the shared cognition
that is granted by the society as a structure of an organization and acquires
the legitim acy .
W hat appeared in the politics and society of recent S . Korea and Singapore
is the combination of the historical, situational background of the absence of
the pow erful opposition parties, the st at e- society relation as an order and
harm ony rather than conflict and the positive public sentim ent tow ards the
st at e- m anagem ent by the elites. E specially the leading philosophy of the
st at e- m anagem ent

by

the

elites

influenced

by

Confucian

perfectionism ,

emphasis on education, honoring the educated ha s let the m erit ocracy st and out
in the realm of politics . On the other hand, the st at e protection for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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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support ed by the Confucian perfectionism .
In order to reorder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 the st at e institutionalize
m erit ocracy t o the elit e and in stitutionalized control t o the society . How ever , it
can be argued that the effectiveness of social- control institutionalization might
be det ermined by whether the society is separated by the ethnicity , religion,
language group and clas s - - social separation affect s the flexibility of the st at e
control.
S . Korea is the case that

has

achieved the dem ocratization

by

the

resisting - elit es form ed from the failure of merit ocratic institutionalization in the
politics and all society that confront ed t o the sat e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social- control institutionalization . In case of Singapore, becau se of the success
of the st at e ' s m erit ocratic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flexibility of the social
control, the resisting - elit es couldn ' t form ed and the discont ent of the social
groups hav e been dissolved. T he result is the continuation of the authorit arian
regim e.
F ir st , this

study

confirm s the u sefulnes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per spectiv e in analyzing the political change of S . Korea and Singapore. Due t o
the fact that the incumbent institution affect s the in stitution that follow s, the
political change of the Ea st A sia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 est . At the
sam e

time,

even

though

there

is

similar

cultural

and

socio- economic

background, it show s the difference of the S . Korea and Singapore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political change of East A sia is due to succes s
or failure of the st ate ' s control- institutionalization. T he political change of East
A sia is not sam e as that of the W est - - democratization driv en by the changes
of class structure as the capit alism develops. Rather it is the political change
result ed from the reciprocal action of the elit es and the social groups according
t o the st at es control, which has strong int erventionist charact eristics.
T hird, It confirm s that both the role of the st at e and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affect each other in the political change
of the Ea st A sia. T 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it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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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 s ethnicity , religion , language, clas s and so on m ay/ m ay not be
advantageous t o the sate control. Here, the charact eristic of the East A sian
political change play s an important role. T hat is , in the East A sia st ate where
the role of the st at e is strong due to the historical and situational background,
the st ate will try t o reorder the social structure m ore than anything else. A s a
result ,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the society influences the flexibility of the
control- institutionalization .
W hile the case of S . Korea show s the political change of the society with
the similar social structure, the Singapore case show s that of the plural
society .
Until recently , m ost studies of the economic achievem ent of the East A sia
hav e explained it as E ast A sian specificity . But regard t o the political change,
there w as strong trend of explaining S . Korean case or T aiw an case with
univ er sal theory of the W est rather than specificity and in case of Singapore it
w as treat ed m erely as a problem of tim e.
If w e argue that the developm ent of one country is a combina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 the political change of these t w o nations
could also be explained by the East A sian

cultural and socio- economic

background.
T his study is the first step tow ards that per 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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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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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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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the Ea st A sia political change, dem ocratization, authorit 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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